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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大暑)를 지나 가을의 시작인 입추

핸드폰으로 실내 불을 켜고 끄는 것과 같이 사물인터넷 기반의

(立秋)를 목전에 두고도, 성큼 다가온 가을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정보들입니다.

밤낮으로 뜨거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최악의 폭염’
이라는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를 피해 산으로,

그래서 이번 KAIA Insight 여름호는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바다로 떠나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있으면서도, 4차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공간정보가 펼치는 국토교통의 미래」에 대해 함께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계에도 대대

공유해 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 혁명에 선제
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통령 직속의 ‘4차

특히 이번 호부터는 국토교통 관련 다양한 정책정보 및 인문학적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통합 ·

지식 저변 확대를 위한 「R&D 정책리포트」, 「R&D 거래소」, 「연구

운영으로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Inside」, 「R&D 아카데미」, 「人sight 36.5」, 「KAIA로 ‘通’하다」 6개의
코너가 새롭게 소개됩니다.

우리 진흥원도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토교통 7대 신산업 분야에

과학기술의 정책정보는 물론이고 국토교통 R&D 우수기술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이전 및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술정보, 연구자 역량 강화를

R&D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등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하였고,

위해 「국토교통 R&D 혁신 토론회」를 4차례 개최하는 등 구체적

이와 더불어 6부작으로 방영된 교통다큐와 국토교통 R&D 혁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 더 풍성한 컨텐츠로 제작하였
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 · 사물 · 공간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
된 사회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과의 융합을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토교통 R&D가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 이동체와 같은 새로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고도화된 미래 사회를 견인할

서비스 플랫폼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수 있도록 국토교통 R&D 역량 강화 및 혁신 · 발전을 위해 노력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공간정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정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공간상에 존재하는 개체에 대한

감사합니다.

위치정보 및 공간적 인지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 같이 검색하는 지도나 내비게이션, 그리고
2017년 8월
원장

김 병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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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나준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연구단장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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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중요성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국민안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국민안심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정보통신 및 공간정보
관련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부녀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알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밀위치정보 확보의 어려움 및 위치정보의 오류,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CTV 활용 문제,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출동과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제공,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취약 지구에 대한 예측 및 예방, CCTV
영상 처리의 지능화, 피해자 구조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정보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및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된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
망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4년 8월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기술 개발 및 실용화 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본론
본 과제는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보
다 효용성 있는 방범 ·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정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개발하
며, 이를 상용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지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안심 인
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밀위치
결정 기술 및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
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기

<그림 1. 주요 연구내용>

이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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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개발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연구한다.

국내외 사회 안전 인프라 관련 동향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민간 영역의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범
죄 발생 후의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하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표 1. 국외 사회안전인프라 현황 ]

구분

주요 현황

일본

•총무성 주도로 어린이 및 여성 대상 서비스 제공
- 전자태그리더-센터네트워크-방범카메라 연계
- 위치정보, 등/하교 알림, 위험통보, 영상정보 등 제공

유럽

•전용 단말기를 통한 위치 추적 서비스 주로 제공
- GPS 활용한 긴급구조 서비스 Vodafone1200, 아동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Childwatch 등
- 위험상황 경고, 긴급차량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된 Intelligent Car Project 추진

미국

•공공영역 : 911을 중심으로 한 Safety 서비스 발달
•민간영역 :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Verizon Wireless: 어린이 및 가족용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캐나다

•어린이 유괴/실종 사건 발생 시 AMBER Alert 발효
- 경찰, 공무원, 대중 서비스 인력(버스기사, 전철역 직원, 자원봉사자 등) 등을 실시간
동원, 복권가게 화면에 정보 제공 등으로 공동의 관심 유도
출처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사전기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2013

국내에서 지금까지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주요 국민안심서비스로는 행정자치부의 ‘안심귀가서비
스’, 교육부의 ‘안심알리미서비스’, 복지부의 ‘치매환자안심서비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구조대’, 부산 해운대구의
‘미아방지 전자 팔찌’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GPS를 이용한 개인위치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위치 정확도는 수십m 수준으로 안전귀가경로 등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수십m 수
준의 위치 정확도는 보행자를 전혀 다른 길로 안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고 공
간정보기술 및 CCTV 등과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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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국내 주요 안심서비스 현황 ]

서비스 명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서비스 내용

SOS 국민안심서비스
(안행부 · 경찰청)

사용자가 경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등록한 후,
위험 발생 시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확인 출동

u-안심서비스 (미래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용 단말기를 제공,
실시간 위치 확인, 긴급호출 서비스 제공 → ’14년부터 교육부로
이관, 안심알리미서비스와 통합 예정

안심알리미 서비스 (교육부)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림서비스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복지부)

주택 내에 센서를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호출

치매환자 안심서비스
(복지부)

치매환자에게 GPS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치정보 제공 및
긴급호출 기능 제공

어린이 안심서비스

전용 단말기, 앱 등을 활용하여 위치확인, 긴급호출 등의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케어서비스

센서를 통한 활동량 감지, 응급 호출·구호 등의 서비스 제공
출처 : 4대 국민생활 분야 융합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3

기술적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측위기술의 경우 위성을 통한 측위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측위 오차가 국내보
다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구글의 경우 위성영상, 지도, 지형, 3D건물정보, 도로/거리명 및 업체 목록 등에 검색 기
능을 적용하여 전 세계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내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일본, 미국 등에서 실내 맵 서
비스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구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
들 서비스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골목길 등 난수신환경에서는 최대 50m 이상 수준의 오차를 나타냄에 따라 ‘○○
동’ 수준의 대략적인 위치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DMB 보정신호 기반 고정밀 측위기술 등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 연구는 저비용의 스마
트폰 기반 난수신환경 측위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내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하철 역사
및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실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나, 중소규모의 건물 등에서 실내측위를 구
현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 투입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CCTV 기술의 경우 최근 CCTV 업계의 화두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으로서, 영역 감지와 같은 차량인식은 가능
하나 인물 객체에 대한 정확도와 행동분석, 야간분석 등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외산
CCTV의 경우 화질 및 지능형 영상분석에서 국내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지
자체에서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능형 영상분석 CCTV 국산 25~100만원 선, 외산 300~2,000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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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연구
본 과제는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및 폭력/절도 등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범죄 대응, 미아/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예방 및 수색을 대상범위로 하며, 실시간 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실시간 정
밀위치결정기술 및 CCTV 객체분석 및 협업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예방적 방범 분야에서는 소셜맵 및 브이월드,
앱을 활용한 사회안전망(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민간에서 제공해 줄 수 있
는 유형/무형의 장치(경찰치안, 민간경비, 지역자율방범활동, CCTV 등 방범시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안
전교육 등)) 정보 구축을 추진하고자 공간정보 분야의 산업, 대학, 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 연구수행체계>

본 과제는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부과제는 국민안심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밀위치
결정 및 지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정밀/고신뢰성 기반 DGPS(Differential GPS, 위성
항법보정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신호 차폐 환경(골목길 등) 위치보정 및 결정 알고리즘, 고도화된 A-GNSS(Assited-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보조위성항법시스템) 프로그램, 실시간 정밀위치 제공 단말, 실내 위치 측
정을 위한 다중 복합신호 처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2세부과제는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실시간
객체 감지 · 추적 프로그램, 추적관제 서버 프로그램, 추적관제 협업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소셜맵 구축 기술, 정책
의사결정 지원 분석 서비스, 지능형 방범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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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과제는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구축 및 운영으로서, 실증지구 공모, 실증지구 운영 관리 가이드
라인, 실증지구 실증/평가 및 사업화 가이드라인, 실증지구 실시설계,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구축, 지능형 방범 플
랫폼 구축 등을 수행한다.

<그림 3.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 표 3. 연구성과 목표 ]

구분

기술

비고

- 정확도 기존 4~5m에서 1m 이내로 개선
(최고 수준 대비 30% 이상 향상)

기존 기술 개량

- 정확도 기존 수십~백m에서 10m 이내로 개선
(최고 수준 대비 50% 이상 향상)

신규 기술/서비스

Assisted-GNSS

- 국내 최초 국산화 및 저가형 실현
- 초기위치 계산 개선

기존 기술 개량

Smart/Seamless
모바일 단말
(레퍼런스)

- 기존 반송파 기반의 고가의 단말에서 코드 기반의
저가형 단말 개발
- 실내외 연속 측위 가능

신규 기술/서비스

다중 복합신호
처리 S/W

- 정확도 기존 10m에서 5m 이내로 개선
(최고 수준 대비 30% 이상 향상)
- Wifi의 RSSI 등의 단일 신호만 활용하는 기법에서
실내 · 외 수신 가능한 20~40차원의 다중 복합신호
기반 기법으로 처리

기존 기술 개량

고정밀GPS
신호취약환경
위치보정/결정

1세부
(측위)

연구성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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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

CCTV 객체 식별

2세부
(CCTV 및
방범서비스)

Stereo CCTV

상황인식 및 판단
사회안전망
소셜 맵
실증지구 구축
및 운영
3세부
(실증지구)

실증지구
통합운영시스템

연구성과 목표

비고

- 640*480 영상 기준 85% 이상 정확도를 가진
DepthMap추출 후 사용자가 정한 공간에 이동객체
85%이상 정확도로 탐지

신규 기술/서비스

- 단순 영상 감시에서 각종 센서가 결합된 복합형
CCTV(정확도 80% 이상)

신규 기술/서비스

- 기존 수동/개별적 상황판단 시스템에서 지능화된
종합적 상황인식(정확도 80% 이상)

기존 기술 개량

- 단순 위치정보 관리에서 V-월드 기반 위치/속성정보
관리, 안전귀가경로 탐색

기존 기술 개량

- 실증지구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반 인프라 및
프레임워크 구축
- 실증지구 방범/안전 서비스 적용 운영 및 홍보
- 실증지구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화
- 지속적 운영관리체계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 시스템 구축

신규 기술/서비스

기존 기술 개량

신규 기술/서비스

주요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 정밀위치 결정기술의 경우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골목길 및 복잡한 도심
지 등에서도 정밀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안전/구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레오 CCTV를 활용한 객체감지 추적의 경우 4방향 스테레오 CCTV를 활용한 객체 감지추적 연동 기능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 CCTV 협업기술의 경우는 단일 CCTV 객체 추적기능을 다중 CCTV 협업을 통한 공간정보
상 정밀 감시 및 용의자 추적 기능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측위/CCTV 관련 성과를 실증지구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시민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앱을 개발
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소통/대응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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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시간 정밀위치결정 기술>

<그림 5. 스테레오 CCTV 객체감지 추적>

<그림 6. 다중 CCTV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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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앱>

이러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범죄 발생 후 경찰 등의 긴급출동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5분 내에
상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8. 범죄 상황 발생에 대한 조치>

이러한 연구성과의 검증 및 제공, 실용화를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지구 및 오산시 궐동지구를 대상으로 정
밀측위 인프라, CCTV, 통합 플랫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
단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2018년 서비스 적용, 2019년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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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결론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회안전 인프라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범죄 분야 자료 수집 및 모니
터링 핵심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방범 분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능
형 CCTV 융합 기술을 통하여 상황인식, 지능형 객체 추적, CCTV 최적 배치 등의 기술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CCTV의 효율적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 안심서비스 지원 측면에서는 기존 국민안심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기술 개발 및 제공, 전국
에 산재한 CCTV와의 연계 및 저가로 서비스가 가능한 DGPS 기술 개발을 통해 위치 정확도 향상 및 해외시장 진
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실제 거주공간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 피드백 체계
및 국민체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개발/적용/검증/모니터링/운영관리/지자체 확산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실용화를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연
구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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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혜경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중소기업과 무료로 함께 쓰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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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4차 산업혁명기, 기술개발 방식의 변화 (폐쇄→개방) : 기존에는 조직 내 R&D 역량을 높여서 내부인력으로 기술
을 생산하는, 폐쇄형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때 기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로 개방 · 참여, 융합 · 연결에 의한 기술개발
방식, 즉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1)에 의한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 데이터, 오픈 Government, 오
픈 하드웨어, 오픈소스 모두 같은 맥락이다.

출처 : 개방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조사일시. 2017.7.1.

<그림 1.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소스, SW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 : 오픈소스는 흔히 무료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는데, “소스코드를 공개하
여 누구나 개량 ·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2)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공개SW’라는 용어를 사용하
1) 개방형 혁신이란 외부 기술과 지
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효율적
으로 창출하는 전략을 말함. 출처 : 개

며, 그 의미는 오픈소스와 동일하다. 애플 아이폰(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 IT 시장에서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이, 오픈소스는 이미 SW산업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3).

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오픈 이노
베이션이란?“ 조사일시. 2017.7.1.
http://openinnobiz.tistory.com/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포털. 조사일시. 2017.3.10. http://
www.oss.kr
3) 김윤명. 2015.“오픈소스SW, SW산
업의 주류로 부상하다”. 소프트웨어정

공간정보 오픈소스 SW의 발전 : 개방형 혁신이라는 기술추세는 공간정보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1984년 미 공병부
대에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오픈소스인 GRASS를 개발, 공개하면서 공공기관, 학계중심으로 공간정보 오픈소스
가 개발되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의 발전양상을 보면, 80년대에는 공간정보를 저장 · 관리하는 기술이, 90년대에
는 개인용 PC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 SW 기술이, 2000년대부터는 웹기반 서비스와 3차원 등

책연구소. 월간 SW중심사회. 2015년
8월호. pp. 60-69.

의 가시화 서비스, 여러 개의 오픈소스를 묶어서 솔루션화 시킨 상용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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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혜경. 2017.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p.16

<그림 2 . 오픈소스 공간정보 발전양상>

오픈소스는 중소기업 · 스타트업 기업에게 왜 유리할까? 이미 포화상태의 국내 공간정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 · 소 · 벤처 공간정보기업들에게 오픈소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오픈
소스는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서 국내외 사용자 확보가 쉽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유통 채널로 이미 확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스코드 공개로 소프트웨어 개발시간 단축, 안정성 향상, 상호 호환성 향상 등으로 개발비용은 절감하고 품
질은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 세계 개발자가 기술을 공동 개발하므로 기술인력 확보가 안정적이
고, 전 세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시켜 해외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개발이 유리한 것이다.
셋째,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기술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대기업의 시장독점 구조를 깰
수 있다. 즉, 상용 독점 SW는 소스코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바이너리 파일형태로 SW를 제공하므로, SW를 공급한
특정 기업에 유지 · 보수를 의존(Vender Lock-in effect)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SW를 공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나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누구든지 소스코드에 접근이 가능하고 버그 수정 및 개
조, 기능 추가가 가능하므로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기술개발, 고급인력 확보, 품질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포화상태의 국내 공간정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 영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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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오픈스택4), 디지털시스5), 엔에이치넷6)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발로 3억 3천만 원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이노코바사(20만 달러 규모) 및
미국 AT&T에 수출함
5)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네비게이션 엔진 개발로 생산단
가 5% 절감하고, 연간 2백만 달러의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에 오픈소스 기업 등장 : 2010년 무렵부터는 기업중심으로 오픈소스의 상용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Technavio’가 언급한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을 주도하는 8개 기업7)을 조사해 보

러시아 수출 달성

면, 3개(CartoDB, Mapbox, Pitney Bowes)가 오픈소스 기업이다. 이미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을 주도하는 오픈소스

6) 오픈소스기반 ATM 플랫폼 개발로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30억 원의 개발 비용 절감하고,
연간 4만 대 ATM 수출 물량에 OSS
기반 플랫폼 적용
7)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을 주도하
는 8개 기업: ESRI, Hexgon, Bently,
Pitney Bowes, Here, CartoDB,
Mapbox, GIS Cloud
출처 : Technavio. 2015. “Global GIS

해외 시장조사기업에 의해서 한국기업의 글로벌 시장활동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 국내시장 규모나 기
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공간정보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의 위상이 높지 않았다면, 오픈소스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개방형 혁신전략이라면 우리 기업에게도 유리하지 않
겠는가?

Market 2016-2020”. https://www.
technavio.com/report/global (조사일
시 2017.6.10.)

외산 SW 대체재 및 기술 공공재 :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8)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은 외산 SW를 국산
SW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특히 측량이나 DBMS보다는 GIS 활용분야에서 외산 SW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고스란히 공공부문에서 외산 SW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화성

8) 국토교통부. 2016. 「2016년 공
간정보산업조사(2015년 기준)」.

시, LH9) 등 공공부문은 외산 공간정보 SW 대체재로써 오픈소스 도입을 모색 중이다. 상용 공간정보 SW를 구매

pp.83-84.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공간정보 SW를 사용할 수

9) 박승서. 2017. “공개SW 기반 '공간

있도록, 공공재로써의 공간정보 SW가 필요할 수 있다. 외산 SW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공공재로서의 공간정보

정보 통합운영환경' 구축”. 한국토지
주택공사 내부자료.

SW 확보 등을 배경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4년부터 오픈소스 방식의 공간정보 SW를 개발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론
1. 개요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목표는 (1) 누구나(개인ㆍ기업ㆍ정부) 무료로 사
용가능한 오픈소스기반 공간자료 가공ㆍ분석ㆍ제공 기술 개발, (2) 뉴미디어 공간정보 콘텐츠 활용 및 연계 기술 개
발, (3) 유엔, 국방부 등 공공기관 현장검증으로 연구성과 실용화ㆍ제품화이다.
본 연구수행 (2014. 8. 14 ~ 2019. 12. 31, 총 5년 4개월)을 위하여 산ㆍ학ㆍ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였으며, 또 연
구성과를 국내 중소기업과 공유하기 위하여 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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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추진체계>

2. 과제구성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2개의 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부는 웹기반 공간정보 편집 · 가공 · 저장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
어를, 2세부는 UAV · 위치기반 뉴미디어 공간정보 콘텐츠 활용, 공간분석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다음 그림 4처럼,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최종 사용자가 활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필요
한 기술, 즉, 공간정보 취득 · 저장 · 관리 · 유통 · 분석에 관한 모든 기술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개발
된다. 공간정보분야 기존 R&D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픈소스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모든 연구성과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누구나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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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기반 공간자료 가공 · 분석 · 제공기술 개념도>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각 요소기술들은 조합을 통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패키징하여 제품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기반 실시간 공간정보구축(2-1세부)기술과 3차원 가시
화 기술(1-3세부)은 ‘라이브 드론맵’ 기술로 2016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 시연*을 통해 기술안정성과 실용성을 검
증 중이다.
* 외교부/국토부/유엔 대상 연구성과 시연(’17. 2), 유엔 현장사령부 대상 연구성과 시연(’17. 4, 유엔 물류기지센터)

<그림 5. 유엔에서 시연된 라이브 드론맵 ’17. 4. 27>

이달의
테마

연구과제 소개 1 • 연구과제 소개 2 • 전문가 칼럼

3. 현장 수요처 중심 기술검증 및 연구성과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연구단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수요처의 요구사항과 기술검증
을 받으면서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기술협력 수요처는 유엔이다. 유엔(현장지원부 정보통신
실 공간정보국)은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의 유엔 내부 도입을 위하여 ’14년 말 회원국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후 ’15
년 3월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과 유엔 뉴욕본부, 물류기지센터(이탈리아), 유엔 현장사령부(콩고, 수단 등)가 참여
하여 ‘UN Open GIS Initiative’를 결성하고, 유엔에서 필요한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개발 중이다. 전략위원회, 3
개 기술분과(GeoPortal, 공간분석, Field Data Collection), 1개 인력양성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공간분
석기술과 현장 공간정보 수집기술(Field Data Collection) 분야에 본 연구단 성과를 적용할 예정이며, 19년 말까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성과의 중요한 수요처는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상용 SW를 사용해 왔는데, 사용자 수 제
한, SW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SW의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 및 본 연구단과 함께 오픈
소스를 군 내부에 도입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0) http://www.mago3d.com/homepage/
about.do

이 외에도 농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구제역 등의 질병관리에도 본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부
문 외에도 1-3세부의 3차원 가시화기술은 ‘Mago3D’10)라는 제품으로 출시하여 삼성중공업 시설물 관리에 적용되
는 등 제품화에도 성공하였다.
이렇게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연구성과를 현장적용하여 실용성을 검증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SCI 3건, 특허출원
9건, 특허등록 2건, 기술이전 4건, SW등록 15건 등의 성과를 달성(2016년 기준)하였다.

결론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개발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유리하다. 우리나라 공간정
보기업 4천 5백개 중 7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개발인력, 해외 판로개척, 국제수준 품질확보 등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영세한 공간정보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
픈소스 방식의 기술개발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에게는 더욱 유리한 방식일 수 있다.
이번 오픈소스 공간정보 SW 연구과제를 통해 산출된 연구성과물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소스코드에 접근이 가
능하고, 자신의 기술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물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오픈소스 R&D성과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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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상용독점 SW인 것처럼 시장에 공급한다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금번 정부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성과를 국내외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구축 · 운영하려고 무척 노
력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기여도 증대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에 대한 해외인지도를 높이
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글 어스(Google Earth)로 널리 알려진, 키홀어스는 SW개발 후 유엔에서
일정기간 검증된 후 구글 사에 합병되었다(유엔은 지금까지 구글어스를 사용해 왔고, 현재 구글사의 서비스 중단방
침에 따라 대체재를 모색 중이다). 키홀 어스 사례처럼, 작은 중소기업 기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유엔처럼 신뢰도
높은 국제기구만큼 좋은 곳이 없을 듯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금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금이라도 시장우
위적인 오픈소스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성과를 유엔과 공유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 오픈소스 전략의 정책적 도입을 주저하는 동안에도, ESRI, Bently같은 상용독점 기업이 주도해 오던 글로
벌 공간정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Mapbox, CartoDB같은 오픈소스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이런 해외 상용 오
픈소스 기업을 보면서, 앞으로는 ESRI사의 상용 독점 SW 대신 Mapbox사의 오픈소스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 위
치를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든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소스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기업의 역량, 정책 지원체계 등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축적된 공간정보경험을 저력으로 관 · 산이 오픈소스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한국 공간정보기업이 글
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R&D 연구성과가 국내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확산의 토대가 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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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 우리는 항상 행복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지형공간정보
공학 (영어로는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또는 Engineering 라고 함) 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행복을 주
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의미를 줄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지형공간정보의 사전적 의미를 살
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먼저 지형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즉 지구와 관련된 영역에 존재하는 자연물 또는 인공물로 일
정한 형상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대상들로 가시화가 되는 것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과학기술을 바로 적용시켜 삶의 필수품으로 이루어 갈 수 있으므로 가치확인이 쉬우
므로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면의 형태를 표현하
는 수치표고모형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인공물과 지표면을 형태로 표현하는 수치표면모형 (DSM, Digital
Surface Model)은 이제 산업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우리 분야의 시제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
론 그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간정보라고 하면 무한하게 비어 있는 영역의 일부에서 자연 및 인간의 활동이 시간과 위치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로, 형태가 없어 가시화가 되지 않고 특성만으로 그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지형공간정보는
대상을 지형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학을 통합하여 처리함으
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도시 · 국토개발이라고 하면 지형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또는
국토에 대한 계획, 설계, 그리고 관련된 구조물을 제작함으로써 가치가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지형공간정보는 이
와 같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분야이지만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분야와 관련된 화두를 글로벌 트렌드로 돌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UN (United Nations)
만큼 글로벌한 형태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지구촌의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 단체가 없기에 UN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한다. UN의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증거 (evidence)는 어디로부터 구할 수 있는가? 답은 바로 과학과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UN의 권고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과학과 기술에서 나온 증거
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 너무나 범위가 광대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 Industry 4.0
시대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라고 함)에서는 더욱더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
형공간정보기술(GIT)과 다른 기술을 포함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았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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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학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 4단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사결정의 4단계에서 1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ICT, IoT, GIT, Wearable
Technology, Sensor, Robot Technology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술의 의미와 역할은
여기에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GIT 기술에는 위치를 구하는 것에 근간이 되는 GNSS (Global Navigation and
Satellite System),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위성, 항공기, 드론, 그리고 지상에서의 다양한 영상센서, 그리
고 LiDAR 기술이 주요 취득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가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데이터 잔해 (data exhaust), 센싱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컨텐츠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이제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마지
막 단계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3단계인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는 것이 그 순서이
다. 여기서, 우리는 지형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결정을 하는 순서도 위의 그림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UN으로 돌아가자. 유엔이 정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 (또는 발전)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고 이 큰 목표 아래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발전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의 석
학들이 모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큰 목표를 만들어 놓았다. 지형공간정보공학
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 분야에 던지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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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진행하고 있는 ‘smart 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할 미래 그
림이 보인다. 바로 smart city이다.
세계의 도시인구는 2014년에서
2050 사이에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에 인구증가율
은 32%라고 예측하고 있다. 도시
인구가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
와 같은 현상은 그림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출처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그림 2. 세계의 도시인구증가추세>

명확해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미래의 도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시 속의 정보를 빠르고 의미 있게 사람
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 도시 속의 삶이란 더럽고 쓰레기가 뒹굴어 다니는 삭막한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깨끗한 디지털시티를 상상할 수도
있다. 모두 후자의 도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시티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유럽, 미국 등을 생각할 것이다. 필
자가 지속 가능한 smart city의 가능
성을 말레이시아 선웨이시티 (그림
3)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라 할까? 앞으로의 도시는 새롭
게 디자인할 때 스마트함과 지속가
능함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며 공간
의 미학과 공간정보기술을 접목해
야 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곳에 새롭게 만든 대학이 있고 마
침 이 대학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센

출처 : http://www.sunwayproperty.com/

터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 같다.

<그림 3. 말레이시아 선웨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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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분야는 도시의 정보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고, 의미 있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목표가 생긴 것 같다.
바로 smart city로의 목표인 것이다. 피쳐폰의 최강자이자, 핀란드의 자존심인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 우
리는 노키아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인수하여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인터넷 서핑을 해보면 노키아는 아직 건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키아는 피쳐폰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세
계 최대의 지도를 만들던 회사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HERE라는 회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둥지를 틀고 도시
의 공간정보를 만들고 있다. HERE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도시의 HD Live Map (그림 4)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주고 있다. 살아있는 도시, 공간의 정보가 교류하고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아주 정교하게 해 나
가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www.here.com

<그림 4. HERE의 HD Live Map>

이러한 HD Live Map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은 HD Live
Map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센서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상용제품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차량에
다양한 센서를 융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도시의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탑재되는 시스템은 영상센서, LiDAR
센서, GNSS/INS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영상, point cloud, 그리고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센싱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에서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큰 마켓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시스템에 장착되는 센서의 대부분이 국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시스
템 개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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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품의 시장 규모가 아직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 갈 수 있을까? 시장을 당장 키울 수도 없는 현실이고...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확장성을 고려하면 필자는 믿는다
이 시장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림 5. 차량탑재용 전방위 공간정보취득시스템>

애플의 스티브잡스가 애플을 키울 때 좋은 제품을 융합시킨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상품을 출시하였
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의 센서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센서 융합을 잘할 수 있는 강호
의 실력자가 많은 경쟁을 통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센서 하나하나를 캘리버레이션 할 수 있는 실력자
는 국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빠르게 업그레이드되는 다양한 센서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캘
리브레이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가 있다면 이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있다고 믿는다.
스마트시티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고 도시의 움직이는 정보를 빠르게 만들어 내고 분석하는 것은 공간정보기
술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장이 열릴 것을 기다리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히 자신을 실력을 뽐
내며 나가는 사람만이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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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도시재생으로의 접근가능성
도시재생에 있어 스마트도시기술의 접목
—
김준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차산업전략단 부장

스마트도시란 과연 무엇인가?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해법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EU는 에너
지 ·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

최근 스마트시티 부산(Smart City Busan), 디지털 서울(Digital

이고 중국 정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

Seoul),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Barcelona Smart City), 암스테

티(智慧城市)정책을 추진 중이며 인도 정부는 도시문제해결과 경

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글로벌 시티 팀 챌린

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지(Global City Teams Challenge),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Smart City Expo Word Congress ),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Smart Cities Innovation Summit) 등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화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나서자,

두로 등장하고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국가 차원의 스

IBM, 시스코(Cisco), 구글(Google), 지멘스(Siemens), 슈나이더

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히타치(Hitachi), 화웨이(Huawei),
다쏘시스템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앞 다퉈 스마트시티 기술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

을 선보이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선정하고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
발 경험과 우수한 ICT를 연계한 핵심기술을 개발,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시티(스마트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획

도시)’. 그럼 ‘스마트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다. 미국 정부는 2015년 1억6천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이

우선 스마트(Smart)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맵시 있다,’

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혼잡 해소, 범죄 예방, 경제 성장

‘깔끔하다,’ ‘똑똑하다,’ ‘고급스럽다,’ ‘활기차다.’ 등의 뜻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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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주어진 과제를 똑똑하게 해결하여 깔끔하게 성공하는 경

소배출을 감소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더 똑똑한 교통, 상하수도,

우에 스마트하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아가 깔끔하고 세련

조명과 냉난방 등을 포함하며, 상호 소통을 높이고 시민의 요구

된 느낌이 들거나, 고급스럽다고 느껴질 때에도 스마트라는 말

를 만족할 수 있는 거버넌스, 도시 안전, 고령화 친화적 도시 등도

을 사용한다.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가
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스마트 도시’라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를 단순히 ‘스마트(Smart)와 도시(City)’라는

이외에도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

개념의 결합으로만 이해하기엔 개념이 너무 막연하다.

로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도시이고 도시기

우리나라 정부는 스마트 도시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

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저감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미래도시’

도시’로 보면 될 듯하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도시라고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모두 ‘스마트도시’라 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가용한 최신의 정보

에서는 “스마트 도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가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

고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

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서

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이로움을 높인다. 스마트 도시는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K-Smart City 민관 협업 엔진 달고 해외로 진출, 2016.7.
2) 강명구, 스마트 도시 개념과 의미, 세계와 도시 9호, 2015. 6. p.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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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 세계가 스마트도시에 주목하나?

스마트도시 기술엔 어떤 것들이 있나?

국제연합(UN) 경제사회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6.6%

그럼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이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기능의

였던 세계 도시화율은 지난해 약 54%까지 증가했다. 오는 2030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어

년에는 전 세계 도시 인구가 약 5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UN

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2030년 우리의 스마트도시가 어떤 모습

경제사회국은 전망했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혼잡, 슬럼

으로 바뀌어 있을지 지금 100%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선 가

화, 실업, 범죄,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

까운 시일 내에 구현 가능한 스마트도시기술들을 부산시의 예를

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려온 해결책들은 대부분 ‘물리적 확장’에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무료 WiFi 공공기관, 공원, 관광지, 광장, 전통시장, 문화시설, 주
예를 들어 교통 혼잡 문제에는 차선을 늘리거나 새 도로를 깔고,

요거리 등 시민들 및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실업을 막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 설치를 늘리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부담하면서도 그 성과까지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스마트 가로등 2030년 부산의 가로등은 모두 스마트 가로등으로

일어왔다.

대체된다. 우선 기존 전등이 모두 LED 등으로 교체되면서 전기
료가 50~60% 절감된다. 또한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조도 센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과거 전통적

붙어 있어 기상 상황에 따라 가로등의 밝기가 달라진다. 또한 스

인 도시운영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 지면서 정보통신기

마트 가로등에는 CCTV도 달려 있어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 파악,

술을 활용, 교통혼잡, 슬럼화, 실업, 범죄,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범, 횡단보도 사고예방 등 다목적으로 활용

등의 도시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도

된다. 또한 미세먼지 센서나 소음센서 등이 부착되어 쾌적한 환

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그림 1)

먼저 애플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우리의 생활 및

스마트 버스 부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우리의 도시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IDC(interaction Data

버스도 더욱 스마트해진다. 버스 앱을 켜면 근처 버스정류장에 내

Corporation)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14억 3,290만대

가 타고 가야 할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몇 정거장 앞에 와 있

의 스마트폰이 판매되었으며 올해 세계 주요 50개국의 스마트폰

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탑승 시에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보급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따로 꺼내어 결제 단말기에 찍을 필요가 없다. 그냥 버스에 탑
승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요금이 바로 자동결제된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버스 탑승 후에는 버스 앱에서 자신이 하차할 버스 정류장을 찾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무인 자율주행차,

미리 하차 버튼을 클릭한다. 하차지점 근처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커넥티드 카,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신기술의 확산은 정보통신

목적지 버스정류장에 다 와 간다는 알람이 울리며 사전 등록된 하

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차정보에 따라 본인이 하차할 정류장에 버스가 정확히 정차한다.

이러한 신기술이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미래에
또 어떤 다른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여 우리의 도시를 한 차원

스마트 교통 2030년 부산시 내를 주행하는 버스나 택시는 무인

더 높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율주행 전기차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자율주행(오토파일
럿)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기사가 없이도 버스나 택시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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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는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적 자
율 주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행속도와 같은 교통정보는 물론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현장 영상, 우천시 레인 센
서를 통해 수집된 강수량 등 기상정보 등을 부산교통정보서비스
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준다. 이 정보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통
정보와 합쳐져 지 · 정체 구간 등 보다 정확한 실시간 교통상황과
목적지까지의 최단 · 최적 경로를 부산시민들에게 제공해 준다.
스마트 주차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앱이나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 부근의 주차장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주차

1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알려준다. 따라서 주차장을 찾기 위해 이
곳저곳 헤맬 필요가 없다. 또한, 미리 주차 예약도 가능하다. 주차
요금 결제도 편리하다. 주차 앱을 사용하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
했다가 그냥 빼고 나가면 끝이다. 주차관리용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체크하고 주차요금을 자
동 계산한 후 미리 등록해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올 경우 보
행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주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횡단보
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

2

전자들에 주의 신호를 보내 준다.
스마트 공유 차량 및 주차장 공유 앱을 통해 출퇴근 시 같은 방향
으로 가는 시민과 카쉐어링을 하거나 자신의 집 주차장을 낮에 필
요한 시민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차량 및 주차장 소유자는 부
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도와 도심
및 주요 관광지 주변의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다.
스마트 톨링 유료도로와 터널이 많은 부산이지만 스마트 톨링
(Smart Tolling)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톨게이트(요금소) 부근의
지 · 정체 현상이 사라졌다. 어떤 차로라도 주행하던 차선 그대로
3

정차 없이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기만 하면 톨게이트의 CCTV
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알아서 통행요금을 자동으로 결재한다.
(그림 3)

1.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스마트 가로등 시연모습 (2015.12)
2. 해운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스마트 파킹 시연모습 (2015.12)
3. 광안대교 톨게이트에 시범 설치된 스마트톨링 시스템 모습

국토교통
이야기

4

5

4. 구글이 만든 고래 3D 홀로그램 (출처 : 유튜브)
5. 2016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의 미아방지 서비스 모습

스마트 신호등 2030년 부산시 교통신호등은 스마트신호등으로

스마트 안심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은 발 디딜

바뀐다. 스마트 신호동은 CCTV 및 센서 등을 통해 주변 도로 및

틈조차 없을 정도의 인파가 몰린다. 이에 어린아이들에게 스마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하고 교통 흐름을 예측해 신

트밴드를 빌려주고 손목에 채우게 함으로써 미아 발생 시 바로

호등의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위치추적을 통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준다.

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도 스마트밴드나 스마트목걸이,
스마트 슈즈를 제공함으로써 실종사고 발생 시 바로 위치를 파악

스마트관광 부산시의 관광정보 서비스도 확 바뀌었다. 위치기반

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5)

관광정보 안내는 물론 실시간 행사정보, 도보투어코스 안내, 충
전 및 결제가 가능한 원패스카드 기능, 예약 및 예매기능, 할인쿠

스마트 안전 밤에는 혼자 통행하기가 무서웠던 우범지대엔 스마

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부산관광 앱 하나면 부산을 편하게

트 안심귀가 서비스가 적용돼 스마트가로등의 CCTV를 통해 실

관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광콘텐츠도 VR(가상현실) 기술을 활

시간으로 범죄를 감시하고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보행자의 위

용해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다.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으면 홀

치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정해진 경로를 이탈할 경

로그램을 통해 거대한 고래가 물을 뿜는 영상이 재현된다. VR헤

우에는 사고로 인지, 이를 보호자와 경찰에 알려준다.

드셋을 쓰고 실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바닷속 탐험을
할 수도 있다. 국립과학관에서는 영화처럼 거대한 공룡들이 뛰

스마트 방재 부산시는 실시간으로 육 · 해 · 공 기상정보를 수집하

놀던 쥐라기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감천문화마을에서 AR

고 과거의 재해 이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증강현실) 게임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다.(그림 4)

재난예측관리시스템을 통해 침수, 산사태, 해일 피해 지역을 예
측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 침수 예상지역에 경보발령을 내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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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기술과 스마트도시재생

다. 또한, 시내 주요 곳곳에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경주에서 발
생한 5.8 강진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바로 즉

이상의 스마트도시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시문제를 해

시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급 밸브를 잠금으로써 가스폭발이나 화

결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도시기술이

재, 누수로 인한 침수 등의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환경 부산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과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 건설 위주의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과 같은 대기환경정보,

물리적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ICT 기술이 크게 부각되지

악취, 소음 등과 같은 생활환경정보, 하천, 해수욕장, 먹는 물 공

않았지만, 최근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

동시설 등과 같은 수질정보 등을 파악해 대기오염예보제 등을 통

적 재활성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도시기능

해 시민건강 관리 및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에 나선다.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혜택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도시재생에도 접목될 필

스마트 쓰레기 쓰레기가 일정수준 차게 되면 이를 알려주는 똑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스마트 쓰레기통과 가정의 로봇 청소기와 같은 청소 로봇이 등
장해 깨끗한 거리, 깨끗한 부산을 만든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
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

스마트 에너지 수도, 가스, 전기 등에 자가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미터링(Metering)이 도입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 또한, 부산

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3)을 말하는데

시내 주요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시설에 대해선 빌딩 에너지 관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

리 시스템(BEMS)과 전력 저장 장치(ESS)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도시기술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풍력, 파
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만 스마트도시기술은 기존도시는 물론 신도시 등 도시 전반을

‘솔라 로드(Solar Road)’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아우르고 있는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도시 그것도 쇠퇴한 낙후 지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

스마트 복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복지

도시기술이 정보통신기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도시

수요 증대에 대응, 부산시는 통합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 수요자

재생은 스마트도시기술 외에도 건물, 도로, 공원 등 물리적 환경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만성

개선뿐만 아니라 디자인, 문화예술, 산업 등 다방면의 접근이 필

질환 노인, 독거노인, 생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지능형 보

요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기, 지능형 휠체어, 가사보조 로봇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격
의료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상태 체크는 물론 1차 진료와 기본적

그럼에도 스마트도시기술은 도시재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인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부상, 화재, 강절도사건,

이며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한 ‘스마트도시재생’이

가스유출 등 각종 안전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에 대해

‘도시재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제2조 ①의1

기획
섹션

교통 다큐

“스마트한 교통이 열어가는
스마트한 미래”
[YTN 스페셜] 교통혁명! 미래를 달리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기술에 대한 가치, 미래 선도산업으로 육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6부작 다큐멘터리로 5월 19일(금)부터 6월 16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10분에 YTN에서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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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섹션

1부

교통 다큐

교통 안전한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로와 협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오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최첨단 기술의 하나로 자율주행차가
주목 받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제반 인프라의 변화도 이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될 도로,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 소통하는 스마트 도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마트 도로 위를 안전한 자율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2부

교통 신교통수단, 미래를 바꾸다
바이모달트램, 스스로 충전되는 OLEV 무선 충전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까지 교통수단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키워드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은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기술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
니라 혁신 ·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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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철도, 기술로 승부하다
철도기술은 크게 ‘속도’와 ‘안전’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
라는 고속철도(KTX) 도입 이래 속도를 높이는 기술과 고속에서도 안
전을 확보하는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LTE 기반 신호장치, 철도 핵심부품 개발
현황 등 현재 우리나라 철도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
해본다. 그리고 철도기술의 선진국이자 TGV의 생산국인 프랑스를 찾
아가 철도가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4부

철도 철도, 삶으로 스미다
철도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철도는 명
절 때 사람들이 고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가게 해주는 주요 교통
수단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의 삶과 관계가 깊은 철도기술은 현재 사람들의 삶과 도시를 어떻
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일까?
무가선 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교통으로서 철도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 사람
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는 철도기술을 다룬다.

41

기획
섹션

5부

교통 다큐

항공 스마트 대한민국, 하늘을 질주하다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은 인간의 오래된 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이트형제, 그리고 최초의 항공기가 말
해주듯 그 꿈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공항수하물처리시스템 및 셀프백드럽시스템 등 현재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항공서비스는 세
계일류 수준이다. 그러나 항공분야 핵심기술의 집합체인 항공운항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
태이다.
다변 측정 감시 시스템(MLAT) 및 초정밀 보정 시스템(SBAS) 등 항공 운항 시스템 개발과 2인승 스포츠급
경항공기, 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 등 우리의 항공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하면서 뒤늦은 스타트를 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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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항공 하늘에서 미래를 개척하다. 무인항공기 드론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드론에 관
심 갖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깊이 알지 못했던 드론의 정확한 정의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군사,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의 활약상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의 현재 수준 그리고 드론 기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 다룬다.

※ 다시보기는 YTN 홈페이지 (www.ytn.c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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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기 위해서 보아야 할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집나간 못난 자식
기다리다 끝내 시력을
다한 아버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큰 아들.
거만하게 우뚝 서 이 용서의
신비를 바라보나
이해 못하는 큰 아들
‘나’ 자신이 아닐까?

부정의 손과
모정의 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Rembrandt van Rijn,
262 cm × 205 cm.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사진 출처 : ARTstor(www.artstor.org)

돌아온 아들의 슬리퍼.
그의 인생역정만큼이나
닳고 헤어졌다.

KAIA 2017 vol. 7

44

45

‘돌아온 탕자’

그럼, 우선 인물 각각을 살펴보자. 우선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끌

그림은 너무 많이 알려졌고 또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내는데 워

어안고 있는 늙으신 아버지이다. 수염은 길게 나 있고 머리도 빠

낙 유명해 보는이에 따라 해석도 여러가지로 달리 할 수 있다. 렘

진 것 같다. 특히 이 아버지의 눈을 주목해 보라. 보통 눈엔 잘 보

브란트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 ‘헨리 러웬(Henry Leuwen)’ 신부

이지 않지만 가까이 확대해보면 늙으신 아버지의 눈은 시력이 이

는 이 그림을 모태로 책까지 썼다. 영국의 미술사가인 ‘케네스 클

미 감퇴한 듯이 눈꺼풀이 아래로 축 쳐져 있고 또렷하지도 않다

라크(Kenneth Clark)’는 “레닌그라드(페테르스부르그)에 있는 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미술사가들은 아들이 떠난 후 계속 돌

그림을 본 사람은 세계 최고의 걸작이라 평해도 용서받을 것이

아오길 기다며 수평선을 매일 바라본 애타는 ‘부모심정’을 뜻한다

다.(a picture which those who have seen the original in Lenin-

고 하기도 한다. 집나가 고생하는 자식 때문에 맘 편한 날이 없었

grad may be forgiven for claiming as the greatest picture ever

던,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다 늙으신 아버지이

painted.)"라고 논평했다. 덧붙여, 렘브란트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시다. 그리스 정교의 ‘아이콘(Icon)’처럼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

로젠버그(Rosenberg)는 이 그림을 ‘기념비적(Monumental)’ 명화

면 한 눈(눈동자)은 돌아온 아들을 향해 자비롭게 내려다보며 또

라 한마디로 깨끗하게 평했다.

다른 눈은 바깥으로, 즉 관람자인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눈처럼 한 곳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아

우선 이 그림의 주제는 그림 제목처럼 신약성서 루가 복음서에 나

이콘의 성모 눈동자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는 ‘탕자의 비유(The prodigal son. Luke 15:11-32)’ 이고 물론

그래서 보는 이는 ‘사실적(real)’이지 않기에 약간 이상하다고 보

그 내용은 용서가 주제이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

일 수 있다. 아이콘에서는 이를 ‘영원(Eternity)을 바라봄’으로 상

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외지에서 다 탕진하고

징화했으며 이 세상(on earth)만 아닌 저세상(Heaven/Hereafter)

만다. 갈때까지 가다가 끝내 돼지우리에서 일하게 되는 수모를 격

을 이어주는 성화나 아이콘의 본래 의미, 즉 ‘창’이나 ‘문’으로서의

자 크게 뉘우치고서 아버지께 돌아가 이젠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어깨 위 아버지의 두 손을 보

써 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노발대발 할줄 알았던

자. 오른손은 작고 길며 또 가녀린 여성, 즉 모성의 손이고, 왼손

아버지는 오히려 달려나와 ‘돌아온 아들(탕자)’을 크게 반기며 살

은 더 크고 약간은 거친 남성, 즉 부성의 손이다. 이 그림의 아버

찐 소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고 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아

지는 이렇게 ‘모성과 부성’의 역할을 동시에 드러냄을 보여주기 위

버지 곁을 떠나지도,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던 큰아들은 이런 아

해 거장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두 손을 다르게 그렸다고 한다.

버지를 이해 못하고 화를 낸다는 줄거리다. 여기서 은유적으로 돌
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반기는 아버지는 ‘용서하는 하느님’이고 탕

그럼, 이 아버지 앞에 꿇어앉은 측은한 탕자인 아들의 모습을 보

자는 죄를 뉘우치고 회심한 ‘누구나’가 될 수 있다. 이 두 인물이

자. 우선 행색이 말이 아니다. 아버지와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이 걸

이 그림의 왼편 반을 차지한다. 오른편 나머지 반은 앞쪽에 서 있

친 화려한 붉은 색 겉옷에 비해 이 탕자는 닳아 누추한 옷을 걸치

는 큰아들과 앉아있는 일꾼(잘 차려입은 옷으로 보아 ‘세리’라고

고 있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번에 보여준다. 이 걸친 옷은

보기도 한다.), 그리고 뒤에 한 여인(어머니일수도 있고 또는 일

찢겨져 꿇어앉은 그의 허벅지가 다 보인다. 돼지우리에서 일할 만

하는 여자일 수도)이 서 있다. 그런데 왜 구도를 반반씩 나누었을

큼 그의 삶은 갈 데까지 갔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은 모세오경

까? 화해와 용서를 하는 이 두 중심인물이 중앙에 있질 않고 한

‘레위기’에 쓰여진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

쪽에 또 그 외 인물들이 다른 한편에 배치한 것은 그림을 바라보

기에 유대인들은 무슬림처럼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그만큼 죄악

는 관람자들이 스스로 역할 대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리라.

의 불결한 동물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악마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도 악령은 다른 동물이 아닌 돼지에게 옮겨갔다는 또 다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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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구절도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그런만큼 둘째 아들이 돼지우

아버지의 용서와 탕자 동생의 뉘우침은 물 한방울 없는 건조한 사

리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 종교문화적 상징도 크다. 이 아들의 삶

막인 그의 마음에서 자라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을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 헤어져 뒤축이 닳아 없어져 버

큰아들은 앉지도 않고 그냥 서서 이 이해 안 되는 장면을 응시하

린 슬리퍼다. 그것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대로 꿇어앉았

고 있다. 하지만 두 손을 맞잡고 있는 그가 어떻게 보면 ‘이해’의 가

는지 왼쪽 슬리퍼는 벗겨져 있다. 벗겨진 거친 왼발바닥을 관람

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도 같다. 적어도 이런 사고를 가진 큰아

자에게 그대로 내 보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

들도 이 그림에선 아버지와 동생을 떼어 놓는다거나 방해하지 않

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끝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직

는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용서빌기’ 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그에게 털끝만큼의
기대도 없다. 이는 그의 삭발한 머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혹자

그림의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 램브란트의 특징인 밝음과 어둠을

는 머리칼 속 ‘이’로 인해 삭발했다고 하며 이는 얼마나 거친 삶을

대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탕자의 뉘우침과 감사의 눈물

살았는지 요약해 보여준다.

그리고 고대하던 아들의 귀향에 기쁨이 넘친 아버지의 환희를 상
상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선 이런 감동을 내면화시켜 ‘정제’되어

그림의 오른쪽에 당당히 서 있는 큰아들은 보이는 그대로 붉은 값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밝음과 어둠의 대비에서 가져

비싼 옷을 걸치고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 ‘정석’대로 살

오는 효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밝게 처리해 관

아온 이 큰아들에겐 이 ‘뉘우침과 용서’라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람자의 시선을 가져오려는 것은 아버지의 ‘정면 얼굴’과 큰아들

느끼는 ‘회한’이 없다.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Mystery)’를

의 ‘측면 얼굴’이다(탕자의 얼굴은 뒤로 가려져 있다). 이는 관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머리엔 1은 1이고, 1에다 1을 더하

자 스스로 아버지의 용서하는 얼굴과 이 큰아들의 용서 못하는 얼

면 2가 된다는 건조한 논리로 꽉 차 있다. 법대로 살아온 그이기

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비시켜보라는 뜻도 된다. 하지만 왜 이 신

때문이다. 그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랐던 율법

비의 장면을 이해 못하는 큰아들의 얼굴을 밝게 처리했을까? 주

만 고집한 바리새인들과 사제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이

인공은 사실 아버지와 탕자가 아닌가? 개인적 소견으로, 큰아들

란, 그리고 용서란, 이런 고지식한 율법주의만도 아니고, 수학적,

은 단순히 이 두 주인공을 응시하는 방관자가 아니며 거장 렘브

과학적 논리나 공식과도 다르다. 이런 논리를 가진 큰아들은 아

란트가 의도적으로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의 얼굴에서 이 그림

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리고 수치스럽게 탕자가 되어 돌아온 동생

을 풀어내는 열쇠가 있다고 본다. 이 밝게 처리한 큰아들의 측면

이 받아야 하는 것은 ‘그에 맞갖는 엄벌’이다. 이게 그가 생각하는

얼굴도 화가 자신이 한때 예술가로서 유명세를 타고 오만방자했

‘정의(Justice)’인 것이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찐 소를 잡아 잔

던 시기를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헨리 너웬 신부도 비슷

치를 여는 아버지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 해석을 했다. 이 오만했던 시기가 결국 렘브란트의 재정적, 개
인적, 그리고 가정적 파탄의 단초가 됐음을 그는 깨닫고 이 큰아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말한다.

들을 한 편 거의 전체를 채워 그려 넣었으며 또 그의 얼굴을 밝게
처리해 관람자들의 시선을 그에게 향하도록 그렸다. 돌아온 탕자

"그러나,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잔치를 여는 것은 당연하고

인 동생은 이 용서의 거대한 힘 앞에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또 기쁘단다. 그는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But it was

아닌가. 한편으론, 렘브란트에겐 이 모든 쓰라린 경험들, 심지어

appropriate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는 유명세까지, 이 커다란 용서라는 ‘비논리적’인 아버지의 사랑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무릎 꿇은 탕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 Luke 15:32 -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특히 이 ‘탕자의 비유’ 성서 말씀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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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그가 이 비

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하나(Union)가 됨을 응시하는 큰아들

유를 그린 스케치, 에칭, 드로잉 그리고 유화까지 몇 십년(1636년

을 통해 그가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하지도 못한다’는 사람 이

부터)을 두고 이 비유를 표현할 방법을 연구했다 한다. 그래서 이

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역설적으로 렘브란트는 ‘용서받기와 용

미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탕자는 뒤만 보여주고(과거형), 아직 ‘용

서하기’가 가능함을 이 그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와 화해의 신비’를 못 깨달은 미망의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큰

그림을 통해 렘브란트는 관람자의 잠자는 영성(Spirituality)을 조

아들의 얼굴을 역설적으로 밝게 했다. 이로 인해, 렘브란트는 관

용히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람자들 즉, 우리가 바로 이 큰아들일 수 있으며, 이 큰아들이 응시

박필립 신부

하는 사랑의 신비가 발생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용서
와 화해의 근원인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도록 유도한다. 용

‘The Prodigal Son Wastes his Inheritance’, ca 1636,
Rembrandt, oil on canvas (161 × 131 cm)
Museum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사진 출처 : http://www.skd.museum/en/museen-institutionen/zwinger-mit-semperbau/gemaeldegalerie-alte-meister/

‘Self-Portrait at the Age of 63’, 1669. Rembrandt, Oil on canvas.
86 cm × 70.5 cm (34 in × 27.8 in), National Gallery, London(NG221)
사진 출처 : www.nationalgallery.org.uk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이 그림은 ‘유산을 탕진하는 탕자(The

렘브란트가 죽은 해에 그린 이 자화상은 인생의 단맛 쓴맛

Prodigal Son Wastes his Inheritance)’란 제목 그대로 렘브란

을 다 본 황혼기의 쓸쓸함을 보여준다.

트 자신을 직접 탕자에 모델로 사용했다. 렘브란트의 고백
성사를 듣는 그림 같다.

R&D
정책리포트

신규코너

‘R&D 정책리포트’ 코너는 R&D 평가관리기관, 정부출연(연),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과학기술 정책 및 R&D 관련 투자이슈 등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새 정부의
국토 교통 연구개발
추진방향

선임연구위원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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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헌신 정도를 보

기술들이 산업의 판도, 국가경쟁력까지도 순식간에 갈

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 연구개발 민간지출(BERD

아치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초연결 · 초지능 시

Business Expenditure on R&D)은 민간부문에 의해 수

대에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드는 토대를 쌓는 것은 중요

행된 국가 연구개발 지출을 측정한다. EU 산업 연구개발

하다. 그런 점에서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국가 경

스코어보드(the EU Industrial R&D Scoreboard)에는 주

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요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공동

나치지 않다.

체) 혁신 서베이(the Community Innovation Survey)는
혁신 지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구역 내 · 외의
연구개발, 혁신적인 기계,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기타 외

연구개발(R&D) 혁신과 경쟁력 간
상관관계 높여야

부 지식의 획득으로 더 세분화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부문의 혁신활

한편, 경쟁력에 관해서는 GDP, 고용, 생산성, 시장 점

동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그림1>참조)가 있다. 공

유율, 무역 수지 및 회전율과 같은 경쟁력을 표현하는

공영역의 정부 총 국내 연구개발 지출(GERD-GOV)은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의 의미는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로부터 지출된 연구개발을 나타낸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다. 또 다른 지표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배분(GBAPORD)

Commission)는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

인데, 연구개발에 대한 재원 할당에 대한 정부 의도를 반

활과 높은 수준의 고용을 자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OECD ‘Main Science and

경제 역량’으로 정의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 걸

Technology Indicators’, EU차원의 구조기금(Structural

음 더 나아가 경쟁력을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

Fund) 및 7차 프레임워크 프로젝트(FP7 Projects) 등의

는 여러 제도, 정책 및 요소’라고 정의한다.

교통 부문의 혁신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다.

통계는 교통부문에서의 혁신 활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2018년도 주요 연구개발예산 –
4차 산업혁명, 사람중심 과기정책에 집중,
국토교통분야 소극적

1) EU, The Future of the
Transport Industry, JRC
Technical Reports(Report
EUR 27085), 2015.

여기서 연구개발혁신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새 정부의
2018년도 연구개발예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
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연구개
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14조 5,920
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예산은 미래부
<그림 1. 혁신과 경쟁력간 상관관계1)>

의 주요연구개발(R&D)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결과

R&D
정책리포트

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즉 인공지능(AI), 자율주행기

2018년 부처별 주요 R&D 사업 예산만을 고려할 때, 국

술 등 전략영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

토교통부의 연구개발예산은 평균 4,700억 규모(’17년

출 분야를 대폭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4,631억→’18년 4,768억)를 보이고 있다. 물류, 연구개
발, 그리고 정보화 등이 포함된 국토교통부 SOC(교통)

2) 2016년 나라살림예산

3) 국토연구원, 국토교통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분야 예산이 1조 5,230억원,

R&D예산(2014~2016년) 투자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연구개발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9,320억원

약 5,143억원 규모로 약 2.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

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6%, 19.9% 증가하였다. 그리고

다2). 알다시피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 주요 사업 상당 부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연구자

분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으로 타 산업에 비

주도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2018년도 기초연

해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활성화 및

구 및 기반 확대가 1조 8,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올해보

고용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교통이나 국토개발 분

다 15.6%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

야에서 적정 수준의 인프라 축적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

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패키지형 연계지원’ 방식

로 판단되나, SOC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투자회

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변화도 예상된다. ‘패키지형 연계

수기간이 길어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

지원’ 방식은 기존 개별기술단위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

SOC예산 및 연구개발 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하여, 핵심기술 · 지능형 인프라 ·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

로 보인다3).

사회간접자본 중장기 투
자방향 연구,
2016. 5., p.4

을 유기적으로 연계 · 통합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인 사례로 자율주행차를 들 수 있는데, 자동차-도로 연
계 지능형 인프라 기술 및 전문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
는 방식이다.

[표1. 4차 산업혁명 5대 영역및 R&D 투자 매트릭스]
영역

내 용

예시

① 기초과학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학

뇌과학, 산업수학 등

②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 되는 요소기술

AI, 빅데이터, IoT 등

③ 기반기술

‘핵심기술’과 결합하여 파급력을 증대시키는 부가기술

이동통신, 반도체 등

④ 융합기술

공공 · 산업 융합 분야의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융합

자율주행, 무인기 등

⑤ 법 · 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 법령 등

AI윤리헌장, 데이터 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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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상 분야

세부 분야

잠재
기술 · 산업

기초

기초과학

산업수학 – 뇌과학 – 신경과학 – 신소재 – 양자 컴퓨팅

기타

AI

지능형 에이전트 – 시각 지능 – 인간 · 기계 협업 – 청각 지능

추론 및 기계학습 – 지식표현 및 언어지능 – 복합 지능
AI특화 HW
IoT
핵심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기술

빅데이터 분석 · 예측 기술 – 빅데이터 저장 · 처리 · 관리기술

인포메틱스
·
나노소재

빅데이터 수집기술 – 빅데이터 응용 및 서비스
클라우드 연동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술
클라우드 보안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기술

등

소재 및 가공 기술 – 공정기술 – 응용 및 서비스 기술

AI · 로봇

로봇 지능기술 – 기구 및 부품기술 – 로봇 응용 및 서비스 기술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소자 기술 – 모듈 기술 – 시스템 – 소재 기술

HPC

분산 · 병렬 컴퓨팅 – 광 · 양자 컴퓨팅 – 기타(뉴로모픽칩)

신재생

이동통신 엑세스 시스템 –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에너지
·
우주기술

공통기반보안 – 네트워크보안 – 융합보안 – 서비스보안

등

이동통신

디바이스/시스템 보안 – 물리보안

AR · VR

감성콘텐츠 – 인터랙션 콘텐츠 – 실감형 영상 콘텐츠 – 콘텐츠 유통

스마트 국방

무인 감시체계 – M&S(modelling & Simulation) – 무인 항공기

스마트 재난안전
스마트 의료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업
융합

바이오

3D프린팅

정보보안

공공
융합

플랫폼 – 서비스 (IoS) – 보안 – 네트워크(CPS 포함) – 디바이스

재난 징후 센싱기술 –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예보기술
무인원격 방제 및 진화기술
정밀의료(임상의사결정시스템) – 의료로봇(인체삽입 진단 · 치료용)

스마트
교육
·
스마트복지
등

플랫폼/IoT/클라우드 – AI/보안/상호운용 – 어플리케이션/빅데이터
센서/디바이스
핵심부품기술 – 자율주행 시스템 – 신뢰성 확보 – 실증 기술

스마트

스마트홈

스마트그린홈 – 스마트시큐리티 – 홈오토메이션 – AAL기반 홈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교통 – BEMS – 구역에너지관리 – 원격 제어기술

푸드체인
·
자원선순환

웨어러블

상황인지 기술 – 스마트 UI/UX기술 – 물리/정보 보안 기술

시스템

디바이스

단말SW 및 서비스 플랫폼

등

스마트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가 · 고효율화 및 사업화 기술 – 분산전원시스템
스마트기상 서비스 – 지속가능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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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정책리포트

국토교통 연구개발 분야 전략적 투자 필요
4) GHG-TransPoRD,

여기서 최근 몇 년 동안 교통 관련 유럽의 주요 연구결과

관련 제품, 서비스 및 인프라 혁신 분야의 혁신 기술들과

들4)에 대한 내용 정리를 통해, 2030년까지 중요한 교통

향후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Market-Up, REACT, EU
Transport GHG: Routes
to 2050, TOSCA,
U-STIR, TRANSvisions,
FREIGHTVISION and

[표2. 2030년까지 EU 중요 교통관련 혁신분야와 기술]

INNOSUTRA.

혁신 분야

혁신 또는 기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도로교통자동화
(automation of
road transport)

완전자율주행(full autonomous driving)
지능형교통통신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communication system)
(예:차량간 통신, 차량인프라통신, 지능형 신호)

배터리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onic vehicle)
하이브리드 기술(일정한 거리 순수 전기구동 가능 등)
연료 및 추진기술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ull cell electric vehicle)

(fuels and propulsion
technologies)

차세대 바이오연료(second generation biofuels)
전통내연기관엔진 개선
선적용 액체가스(liquid gas for shipping, LNG)

운송수단개선
(improving the means
of transport)

경량소재(예: 탄소섬유)
개선된 공기역학(improved aerodynamics)
여행자 정보 및 화물 추적 정보에 대한 유비쿼터스(인터넷) 액세스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개인 급행 수송(personal rapid transport)
(특수 제작 된 가이드 웨이의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소형 자동 차량)

완벽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RFID (무선 주파수 식별) / NFC (근거리 통신) 애플리케이션
물류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자율적 공급망 관리
(autonomous supply chain management)

서비스/조직 혁신
(services/organizational
innovations)

혁신적인 공유 시스템(예: 카셰어링, 자전거셰어링)
원격 근무 화상 회의 및 홀로그램 회의(tele-working, video-conferencing and holographic conferencing)
스마트 티켓발권체계(smart ticketing schemes)
혁신적인 새로운 유형의 운송 인프라(innovative new typ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화물 튜브, 하이퍼 루프(cargo tube, hyperloop)
원활한 국제화물 운송을 위한 혁신적인 환적 기술
(innovative transshipment technologies for seamless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전기 자동차 용 유도 충전 인프라(inductive charging infrastructure for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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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생(emerging) 교통 혁신 기술이 교통시스템 효율

우선, 기후 변화, 보안, 혼잡 또는 서비스 및 경제 활동

성 및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EU 차원에

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

서 내린 주된 결론은 아래 박스 내용과 같다. 이러한 맥

한 역할로의 R&D이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

락에서 우리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

책을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

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분야

한 다양한 노력을 조정할 책임 있는 공공 기관의 역할이

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중요해질 것이다.

•ICT 기술이 모든 운송 서비스의 핵심 원동력으로
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 ICT 시스템이 인프라의 일부가 됨에 따라 운송 경험은
완전히 변형될 것임

•완전 자율 주행은 향후 20-30년 동안 주류가 될

두 번째, 운송 수단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새로운 기
술 개념을 모색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이동성에 대한 요
구 사항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미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때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통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 번째, '공유 경제'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과 더 전

- 핵심 도시 지역에서는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임. 반면에 비 도시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

통적인 운송 부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같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연구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예 : 재생 에너지 기술) 및 재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출현은 민간 부문의 강력한

(예 : 나노 재료, 희토류 재료 등)가 중요해질 것이다.

저항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편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

- 이러한 기술들은 운송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의 변화와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운송 수

향후 국토교통 연구개발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향

요의 변화를 결정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출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통 행위자의 행동 양상과 그것
이 혼잡 부담금이나 토지 이용 정책과 같은 특정 정책에

앞으로 교통 R&D 연구의 역할은 교통분야 경쟁력을 향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상시키고 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결과물들이 연
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수

새로운 모델과 함께 ITS나 ICT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을

단들은 국토교통 연구개발 결과가 자금 조달, 법률 및 기

통한 데이터 소스를 개선 목적의 R&D 자금은 향후 연구

술 진흥, 코칭 및 멘토링과 같은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 및 공공 혁신

교육 및 정보 액세스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산업

전략과 관련된 향후 정책 실행에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

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키는 사회적 혁신에 대한 연구는 새 정부 교통분야의 새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운 이니셔티브의 수용 및 배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Inside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초고강도, 고기능, 고품질로 전 세계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슈퍼콘크리트 개발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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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토목 · 건축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무기로 삼을 만한 기술을 개발하
자!”, “진정한 퍼스트 무버(First-Mover)가 되어 월드 베스트 기술을 개발하자!”, “어떤 어려움이 있
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슬로건과 각오로 슈퍼 콘크리트 기술 개발의 문을 열었다.
‘슈퍼콘크리트’는 ‘80～180 MPa’급의 성능과 경제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갖는 콘크리트 재료로
서 우리가 특별히 고안한 명칭이다.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은 슈퍼콘크리트와 관련한 재
료 · 구조설계 · 시공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이다. 슈퍼콘크리트 중에서도 120～180 MPa급의 초
고성능 콘크리트(UHPC :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는 우리 건설업의 위기를 돌파할 ‘황금
열쇠’로 불리는 기술이다. SOC 시설물의 품질과 기능, 수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가는 지금, 프랑
스 · 독일 · 일본 · 미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UHPC 재료 및 구조물의 활용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
로 인식하고 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UHPC 분야의 최고 수준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관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실용화를 위한 기준 정비와 대
형 실구조물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활용 실적은 미흡한 상태이다. 첨단재료와 핵심 설계 · 제작
·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 기준 작성을 주도하며 실구조물 적용 실적을
쌓을 수만 있다면 UHPC 기술은 해외 건설 수주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은 먼저 UHPC를 포함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재료 모델 및 지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제조비용의 20～50%를 절감하고 내구수명을 100% 증진
시킨 압축강도 80～180 MPa급의 성능맞춤형 슈퍼콘크리트를 개발했다. 현재 슈퍼콘크리트의 프
로토타입 배합(SC80, SC100, SC120, SC120f, SC150f, SC180f)은 모두 완성되어 부재 제작에
활용되고 있으며, SC120f · SC180f 등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016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되었고, 한국콘크리트학
회에서 기술상을 수상(2015년)했으며, 「국제 교량 및 구조공학회(IABSE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 국제 학술대회와 「제1회 아시아 콘크리트 연합(ACF :
Asian Concrete Federation)」 국제회의, 「제1회 UHPC 재료 및 구조」 국제 학술회의, 2017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 및 복원 국제 학술회의(MAIREINFRA) 등에 주요 연사(Keynote Speaker)로 초청되
는 등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존 콘크리트보다 내구성과 작업성이 뛰어난 슈퍼콘크리트 재료를 만드는 연구는 구조물에 대한
해석과 설계, 이것을 실현하는 제작 · 시공기술 개발도 포함해야만 한다. 늘 해오던 대로 재료 개
발, 구조 · 설계기술 개발, 시공기술 개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모두를 ‘패스트 트랙형’으로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을 택했다. 치열한 해외 건설시장에서 기술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했고, 인력과 기간이 늘어나는 순차 연구로
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요 조사와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시설물을 선정하고 시설물 맞춤형의 재료와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 지향형 연구(Object Oriented
Research)’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연구기간 중에도 테스트베드와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실용 가속
화 전략을 견지했다.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기간 중 필요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롤링 플랜’으로 진행했다.

연구
Inside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화된 -그러나 조금은 무모한- 전략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기
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연구진은 정말 고생이 많았다. 기획 단계는 물론이고 연차별 평가
에서도 초기에는 연구전략에 대해 다소 무모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들 모두 합심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으로 일을 추진한 덕분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넘기면서 소정의 성과
들을 거두어왔다.
2015년 미국 아이오아주 뷰캐넌카운티의 노후교량 교체 작업에 국내 슈퍼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
하고, 그 성과인 「Hawkeye UHPC Bridge」 준공 소식이 NBC방송과 16개 신문사를 통해 미국 전
역으로 널리 알려졌을 때 ‘한국 기술로 미국에 건설한 최초의 교량’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감동이 매
우 컸고 더 기억에 남는다. 미얀마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에도 소규모 교량을 우리의 UHPC 기술로
건설하였고, 한국의 춘천역 일대와 중도 섬을 잇는 레고랜드 진입교량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적
용하여 세계 최초로 UHPC 도로사장교를 건설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세계 최초로 UHPC를 현장
타설로 호텔 건물 쉘구조체에 직접 적용하는 울릉도 힐링 플레이스를 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
명시 동굴 VR 체험관을 UHPC로 건설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짓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들이 많아
서 발주처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숱한 난관들이 있었다. 여러 어
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세계 최초로 무엇을 시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기
술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퍼스트 무버를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지 실제로 실천할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는 등의 회의가 든 적도 많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UHPC 도로사
장교를 설계하고 시공함에 있어서는 주위의 동료들과 지인들조차 불가능을 이야기했었으나 굳은
신념으로 설득하고 준비해서 마침내 착공할 수 있었고, 시공 과정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
었으나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결국은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기술 선도국들의 관련 기술자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진정한 세계 선도 연구 그룹으로 자리매김이 확고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 연구진들은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머리에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갖고서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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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상가

개발독재와 김수근의 만남,
해결책 없는 거장의 신화

1

2

하와이 알라모어를 능가하는 세계 제1의

청, 서초동법원청사, 경복궁역 등등 이루 열거하기도

쇼핑센터

벅차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보다 많은 수용인구
서울이라는 바다에 뜬 아파트라는 이름의 배

대한민국 최고의 위대한 건축가라는 김수근의 세운상가.
그러나 위대할 것이라고 믿는 이 건축가의 건축이 도시
안에서는 B급인데도 당시 우리는 이런 김수근의 건축
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가 설계한 것은 다 명작이라고

찬양하듯 추켜세웠던 세운상가 준공 당시 미디어들의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머릿기사들이다.
한국건축을 이야기 할 때 정말 지겹도록 거론되는 이

당연히 최고의 건축이어야 할 그의 건축은 주변의 무수

름이 1세대 양대스타 건축가인 김수근과 김중업이다.

한 B급, C급 건축을 양산해 왔다. 거장의 신화에만 안

두 명 중에서도 더욱 많이 알려진 사람은 단연 김수근.

주해온 건축계의 타성이 묻어나는 듯하다. 아직도 대

김수근을 모를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수근

한민국 건축의 신화처럼 받드는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의 건축을 접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돌팔매를 맞을 이야기지만 한다.

공간사옥, 경동교회, 불광동성당을 비롯해 대형건축

김수근의 세운상가는 도시의 생태계의 난입자라는 입

물로는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체조경기장, 서대문경찰

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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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16,308sm (4,933평)
연면적 205,898sm (62,284평)
2000개가 넘는 점포와 호텔객실 177개,
주거용 아파트 851채
4

1인당 국민소득이 144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만들어낸

아파트를 한꺼번에 무려 400여채나 지었는데 평지를

주상복합건축물의 효시이자 집합건축프로젝트의 원

놔두고 불편한 고지대에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박정희

조. 세운상가는 「박정희-김현옥-김수근」 체제가 낳은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어야 자신이 얼마

대표적 조형유산이다.

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의

비루한 현실로부터 탈출을 욕망하던 당대의 집단무의

측근들은 증언한 바 있다.

식이 군인출신 행정가의 직설화법을 통해 민자건축물
의 이름에까지 투영된 것이다.

그렇게 무모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마포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짓자마자 붕괴되는 최악의 사고가

3
출처 :
1.나무위키
2-3. 조선일보
4.서울시

1930년대 세운상가의 터는 일제가 공습을 피할 수 있

벌어졌고 그는 서울 시장에서 물러나지만 그 뒤 바로

는 소개도로였지만 방공호로 만들면서 당시에 거주하

내무부 장관으로 영전되었을 만큼 박정희의 총애를 받

던 민중들의 집들을 부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았다. 이 불도저 시장이 시민 아파트와 함께 가장 중요

피난민들의 판잣집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곧이

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세운상가를 짓는 재개발이었다.

어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집을 나선 딸들은 이곳에 정
착하여 '종삼'이라 불렸던 유곽(성매매촌-편집자 주)을

세운상가는 처음의도는 실로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젝

이루었다.

트였다. 건축적으로는 대형 건축물로 도시를 바꾸자는
현대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폭 30~50m에 이르는 넓은 길.

아래는 상업시설로, 위는 고급 아파트인 복합건물 여

이 소개도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묘 앞에서 퇴계

덟채를 지어 서울의 대동맥인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

로 필동까지 종로-청계천-을지로를 관통하는 넓은 길

계로를 잇는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었다.
이 종삼이라 불리운 유곽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이 길이 단숨에 새로운 거대 건물군으로 바뀌게 된 것

김현옥 서울시장에 의해서 지금의 이른바 '미아리 텍

은 김현옥 서울시장이다. 군 출신이었던 김현옥 시장

사스'로 옮겨가게 된다.

은 군사 쿠테타로 나라를 빼앗아 독재정권을 세운 박정
희 전 당시 대통령의 핵심 충복으로 군사작전을 벌이듯

근 일세기 동안 세운상가 터는 일제에 의해서 동족간의

서울시를 미친듯이 개조해 불도저란 별명을 얻었다.

전쟁에서 그리고 조국근대화의 사명을 받은 개발주의
자들에 의해서 민중은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는 치열한

김현옥시장은 재임시절 서울의 여러 산꼭대기에 시민

민중의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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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김수근, 당시 나이 35세.

다고 한다. 그의 바람대로 세운상가는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로 화
려하게 출발했다.

일본 신사를 모방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부여박물관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던 바로 그 김수근이었다. 부여박물관이 왜색논쟁을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불러 일으켰던 바로 그 즈음에 김수근은 탁월한 정치능력으로 서

세운상가는 서울 구 도심을 살리기는커녕 종로에 치명상을 입혔

울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들어서는 이 엄청난 일감을 따냈다. 그리

다. 너무 큰 상가 건물이 동서로 이어지는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

고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을 교과서적으로 실현하는 설계를 한다.

계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극심한
단절이 생겼다. 서울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 세운상가란 건물이

건물 맨 아래층은 모두 길로 비워 차들이 다니게 하고 사람들은 2

폭탄처럼 떨어져 주변이 초토화된 것이다. 지금도 세운상가 양 옆

층 공중보도로 다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한 축으로 늘어선

은 허름하고 낡은 저층 건물들이 상가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

상가 건물들을 공중보도로 연결해 사람과 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꼴로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다. 거의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이라 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보행자들은 2층에서 거리를 내다

도 믿을 정도로 40년 동안 낙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며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주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
고 무조건 도심에 폼나는 건물을 만들고자 밀어 붙인 전시 행정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다.
이론적으로 그럴듯한 공중보도도 무용지물이었다. 굳이 땅위를
놔두고 건물 위를 올라가 삭막한 시멘트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없
었던 것이다. 차들이 주로 다니도록 한 건물 아래 통로 역시 어둡
고 살벌한 동굴같아서 기피공간이 되어 버렸다. 한동안 전성기를
누렸던 세운상가는 이후 도시 안에서 고독한 섬이 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부 이촌동 한강 맨션 아파트, 여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등장한 개념이었지만 국내에선 한번

의도 시범 아파트 등 대규모 중산층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주민들

도 시도된 적 없는 이 개념을 세운상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은 속속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 나갔다. 주거지로선 실패했지만

다. 김수근은 초대형, 최고급 프로젝트엿던 것 만큼 아파트 중간

세운상가는 한국 최대의 전자상가로 자리잡는 듯 했다.

을 빈 공간으로 처리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옥상에는 다양한 조
형물로 치장하는 등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에서 가장 음습한 곳으로 전락한다. 각종 포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힐때여서 쉽

노 해적판을 사고파는 곳이자 몰래카메라, 도청장치, 도박용품 등

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김현옥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전

온갖 불법 물건들이 유통되는 곳이 세운상가였다. 전자 상가로서

력을 기울여 서울을 새롭게 개조한다는 야심을 성사시킨다. 그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용산에 훨씬 더 큰 전자상가 단지가

리고 1966년 9월 8일 세운상가 A지구 기공식에서 세상의 기운

들어서면서 세운상가는 급속도로 침체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다 모여라라는 뜻으로 직접 세운상가라는 이름까지 지었다.
세운상가는 충분한 고찰없이 막연하고 검증 안된 이론 만으로 건
행사장을 찾은 서울시장 김현옥이 붓으로 세운상가라는 휘호를

축과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처절하게 반면

써 증정했던 것인데, 세계 世의 기운 運이 모이라는 뜻을 담고 있

교사로 가르쳐준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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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과 도시, 건물과 건물,

이 높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 속에서 세운상

건물과 인간 사이의 유기적이고 건강한 순환 관계다. 거

가가 완전히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고원이 먼저

대한 건물 하나 잘못 들어설 때 도시의 기본인 이 세가

들어섰다.

지 층위의 관계가 모두 망가진다는 것을 세운상가는 잔
인하게 입증했다. 그 대가는 실로 크고 막대한 것이었

하지만 녹지축사업의 성사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진 상

다. 무지막지한 삽질정신의 시장과 이상만 가득했던 30

태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효과도 불투명한 계획 대신

대 건축가의 실험은 서울에 씻기 힘든 흉터를 남겼다.

철거하려던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불과 20년쯤 지났을 때부터 흉물

더 효과적이며 오락가락 행정으로 고통받는 입주 상

취급을 받으며 다시 재개발 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

인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

지만 해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실제 전국 대학 건

어서. 그 사이에서 서울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축학과에서 도시계획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과제로 다

있다.

뤄지는 건물이 세운상가였다.
세운상가는 반세기 가까이 도시를 옥죄며 괴롭히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2008년 연말 세운상가 철거를 시작하

잘못된 도시계획은 이처럼 지독한 것이다.

였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색 괴물이 된 상가 여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고민해야 한다.

덟개 모두를 헐어버리고 대신 녹지를 조성해 종묘부터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색축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야심

세운상가는 토요일 오후 김수근 선생이 갑자기 불러

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녹지

맡긴 과제였는데, 며칠만에 계획안을 정리해 드리면서

축 주변에 건물을 지을 소유주에게 보다 높은 빌딩을

사업이 시작됐다.⋯

짓게 배려해 주는 대신 녹지조성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시장이 당장 그려오라고 해서⋯

는 것이었다.

건축적으로 그만큼 성의가 부족했고⋯
나도 그 근처를 좋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름만 녹색축일뿐 실제로는 녹지공원 양측을
빌딩 숲으로 만들어 이 일대를 다시 한번 망칠 가능성

- 윤승중(당시 세운상가설계참여) -

기획
섹션

국토교통 R&D 혁신토론회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미래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서비스 R&D
제4차 국토교통 R&D 혁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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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5월 24일(수), 킨텍스 2전시장 3층 회의실(301호)에서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미래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서비스 R&D’ 라는 주제로 ‘제4차 국토교통 R&D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비스 R&D는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스마트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
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R&D의 정의와 국토교통 R&D 성과의 사회 환류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7 국토교통 기술대전의 행사와 함께 진행되어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장을 비롯
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와 양성우 SKT TTS 사업본부 사업개발 프로젝트 리
더가 발제자를 맡았다.

기획
섹션

국토교통 R&D 혁신토론회

발제자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비스’를 인적자본의 행사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로 ‘국토교통 서비
스 R&D’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R&D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향후 현대사회는 산업 간 경계
가 사라지고 ‘인문 · 사회 + 공학 · 과학 + 경영 · 관리의 개념이 결합된 신 경제형 서비스 R&D로 서비스 R&D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발제자 양성우 PL은 교통분야는 현재 공유경제의 활성화, 무인자동차의 도래 등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변화하였
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양성우 PL은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감소 및 자동차
연관산업 변화(주차장 감소, 사고감소로 보험산업 및 정비산업 축소)에 따라 Car Sharing과 Ride Sharing의 경
계가 무너지고 On-demand* 형태의 교통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모바일을 포함한 ICT 인프라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

이날 패널 토론은 구동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인증연구소장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여
향후 국토교통 서비스 R&D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

2

3

4

1. 개회사하는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2. 패널토론을 진행하는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3. 서비스 R&D의 개념에 대해 발표하는 김현수 국민대학교 교수
4. 교통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SK 텔레콤 양성우 PL

KAIA 2017 vol. 7

64

65

주요 토론내용
구동회

김창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 인증연구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 연구소장

“현재의 국토교통 R&D는 제품적인 성향

“건설업은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현

이 강하며, 향후 수혜자에게 감동을 줄 수

저히 떨어지며, 기존의 연구들은 수요자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

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건설연

어 KTX의 소음을 음악으로 전환하거나,

은 향후 수행될 과제 및 기수행 과제들을

KTX의 진동을 활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연구결과의

제공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고객만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족이 필요하다”

양종석

이재훈

전자신문 산업정책 전문기자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 전략연구소장

“국토교통 R&D의 발전을 위해 본연의 목

“국토교통 R&D에서는 이미 서비스 R&D

적인 연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행정 간

를 하고 있으며, 다만 서비스 R&D의 수요

소화가 필요하며 자유공모 형태의 과제를

자 및 수혜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

통해 서비스 R&D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히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지

“서비스 수혜자를 위해 부처 간 융합 및 부
처 내 융합이 필요하다”

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혁신 및 정책 연
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대순

홍종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컨설팅 서비스협회 수석연구원

“국토교통 R&D는 좀 더 나은, 좀 더 빠른

“교통분야의 특성은 서비스로 서비스에

이 아닌 서비스 수혜자의 심리적인 만족

대한 고려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확대 및 신

도의 개념으로 변해야 한다. 따라서 진흥

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은 사람 중심의 R&D로 전환하여 부처
간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토교통 R&D 포
지셔닝을 통해 새로운 R&D 프레임워크
구성과 부처 및 기관을 리드하는 허브 역
할을 해야 한다”

“교통분야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
어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인프라로부터 축
적된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도 기술이다.
향후 교통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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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한
가치공학의 재조명

1. 소개

안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Abdulaziz, 2006). 그 최종적인 혜택은 거주자의 쾌적

친환경 건설(Green construc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실내 환경의 품질 향상과 건축 생애

건강 건축물(healthy buildings), 생태 효율성(eco-efficiency),

주기에 걸친 최적화된 에너지 성능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

자원 효율성(resource efficiency) 및 고성능 건축물(high perfor-

능성과 연계된 혜택에도 불구하고 건축 소유주들은 그들이 초

mance buildings)은 지속 가능한 건설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 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전략을 쉽

현 시대에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정의하는 용어들 중 일부이다

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다. 지속가능성 목표는 전체 건축비

(Onsarigo et al., 2014). 건설의 주요 목적은 현 세대 인류의 필

용을 약 30%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건설의 지속가능

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역량

성 목표(Sustainability goals)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소유주들을

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초기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원칙(sustainability principles)을 추

지속 가능한 건축물은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건설 원칙을 적

구하고 결합시킨다면 생애 주기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용한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건설된 건강 건축물이다(Kibert,

(Kibert, 2013).

2013). 그린글로브(Green Globes),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및

회의적인(critical)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는 적절한 시점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등은

에 해결을 필요로 하는 건축 환경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툴

그러한 발생 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지속 가

들(tools) 중 일부이다.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물은 물, 에

능한 건축시공을 독려하는 강력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채택

너지 및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원문출처 : Refocusing Value Engineering for Sustainable Construction, Joel Ochieng W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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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것은 그것이 시스템을 위한 강력하고 고도의 평가기

1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

술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충분한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하기 위해 전통적인 VE 프로세스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그 목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 목표는 성능 결과를

표는 VE의 기능분석단계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VE 방법을

측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개발함으로써 보정이 가능한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제

의 고성능 측면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공학(VE - Value

조건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보다 나은 건축의 지속가능성 결

Engineering)은 비용 절감뿐 만 아니라 성능과 품질 개선에 초점

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소유주

을 맞추기 때문에 건축물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들과 전문가들에게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있는 잠재적인 툴이다. 그러나 기존 또는 전통적인 가치공학 프

물론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툴을 제공하

로세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가치공학의 원리는 L.D. Miles에 의해 1947년에 등장했다. 그는

본 연구에 사용된 지침 기준(guiding standards)은 프로젝트, 제

VE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의 성능 또는 서비스를 향상

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VE(가치공학)/VA(가치분석)를 수행하기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략적이고 다분야를 망

위한 표준편람(Standard Practice)으로 알려지기도 한 ASTM

라한(multidiscplinary)팀을 이용한 기능 중심의 툴로서 소개하

E1699-14 및 SAVE 인터내셔날 job plan(작업 계획)이었다. 기

였다. Miles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큰 방위산업체인 제너럴 일렉

능 식별 및 분석 단계는 이상적으로 VE 작업계획의 핵심이다.

트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략적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건축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그 잠재

재료의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치(value)와 관리(manage-

적 한계와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이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ment)를 염두에 두고 Miles는 기능분석 개념을 실행하였는데
후에 가치분석(VA) 또는 가치공학(VE)이라 불리었다. 그는 제품
이란 사용자에게 최상의 미적 품질을 제공하면서 어떤 특정 목
적 즉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구매된다는 아이
디어를 강조하였다(Wao, 2014; Abdulaziz, 2006; Miles, 1947).
1959년에 SAVE(the Society of American Value Engineers)라

2. 가치공학에서 가치, 비용 및
비용 효과에 대한 이해

고 하는 한 실무자 그룹이 결성되었다(Wao, 2014). SAVE의 목
표는 VE의 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최초 발제자(initiator)

가치(value)란 어떤 주체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가치는 어떤

들이 공학자들이었으므로 그 이름을 가치공학(Value enginerr)

주체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주체에게 반드시 가치가 있지

라고 명명하였다. SAVE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1996년에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값이 비쌀

SAVE 인터내셔날이 생겨났다(Wao, 2014 ; Abdulaziz, 2006).

때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즉 큰

현재 그 용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반복적이거나 설계변경이 요

가치를 가진 것이긴 하나 가치가 비용과 유사하지는 않다. 가치

구되는 프로젝트들에 적용되고 있다(Wao, 2014).

는 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다.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은 먼저 기능

가장 선호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VE를 사용한다면 보다

(functions)으로 변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각 기능에 대한 비용을

나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타당한 수단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기본적인 기능과 필요한 부수 기능에 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VE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적인

한 비용이 가치를 결정한다.

분석에 의하면 해당 목표가 건축의 지속가능성 성과 결과를 개
선하는 것일 경우 VE의 일부 단계에서는 한계를 자기고 있는 것

기능에 대한 값(worth) 또는 가치(value)는 어떤 주어진 기능을

으로 알려지고 있다.(SAVE international, 2015 ; ASTM E1699-

달성하기 위한 가장 낮은 가격이나 비용이다. ASTM E16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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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VE팀이 각 시스템 기능에 대한 비용 목표 또는 가치를 설

는 현실적인 비용 변화를 촉발시킨다. 이 조합은 기획 단계, 설

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가치는 VE팀이 추정한 요구되는 기능

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건설, 특히 지속 가능한 시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 비용은 특정 기능

설물에 대한 계획 수립을 향상시키는 SAVE 인터내셔날의 VE 방

을 제공하는데 소요된다고 추정한 비용이다. 기능 비용(function

법론과 연계된다(Wao, 2014 ; Abidin & Pasquire, 2007). 이상

cost)과 기능 가치(function worth)를 비교하는 것은 잠재적 가치

적으로 VE의 목적은 반드시 특정 항목의 기능(functions)을 훼

향상(potential value improvements)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는

손하지 않고서도 생애주기비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확인함으

데 도움을 준다. 비용대비 가치비율(cost-to-worth ratio)은 주어

로서 모든 가능한 비용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진 시스템에 대한 추정비용을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VE팀의 벤
치마크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1:1 보다 더 큰 비율은 가치를 증

Kirk et al. (2004)은 건축설계와 시공의 지속가능성 의제(agen-

진할 잠재적 기회가 있음을 나타낸다.

da)는 잘 짜여진 VE 작업계획(job plan)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은 건축시스템을 위한 기본

FAST(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 기능분석), 절대적

적인 기능이 될 수 있다. 잘 짜여진 VE 프로세스 상에서 함께 연

가치(worth) 및 상대적 가치(value)를 이해한다면 VE의 주요 목

구하는 여러 분야의 팀원들은 건축물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성

표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결과

원칙을 적용할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20%

에 따르면 VE 방법론의 활용으로 약 200~222%의 ROI(투자대

의 항목이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파레토 법칙을

비 이익)와 함께 약 5~35%의 비용 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기능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밝혀졌다(Chung et al., 2009). 건축의 지속가능성과 ROI에 관

과 재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애주기 평가는 장

한 연구결과 친환경 건축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ROI라

기적 가치 또는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이 프로세스 상에서 핵심

고 보고되었다. 건축물 소유주들은 에너지, 물, 폐기물의 절감에

이 되어야 한다.

따른 혜택과 친환경 건축물의 운영비 절감을 확인하는 한편 정
부기구에 의해서는 비용 절감이 확인되었다(Wao, 2014 ; Smart

지속 가능한 건축 원칙(construction principles)을 수용하는 것

Buildings, 2012). VE는 특정 건축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을

은 프로젝트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실상 VE 프로세스의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E는 ① 에너지를 절약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고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VE팀의 지식과

하는 에너지 효율적 HVAC 및 조명시스템 ② 실내 쾌적성 및 에

소유주의 관심 및 헌신에 달려있다. 건축물 소유주들은 친환경

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커튼월 및 창문 시스템 ③ 물을 절약하는

건축을 지향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친환경의 특색은 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배관 시스템 ④ 보다 나은 지속가능성 성과

수한 건축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소

를 가져다주는 바닥 시스템 등을 선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친환경 특색(green features)은 프로젝트 소유주
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고려해야 한다. 상업
용 건물 관리자들은 임대를 가속화하여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
는 친환경 사업 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병원건물

3. 지속 가능한 건축물 시공의 가치공학

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기능이 치유를 촉진하기 때문
에 친환경 기능이나 친환경 건축을 택할 수도 있다. 소유주들이

VE와 지속가능성은 녹색 건축 기준들과 소유주의 니즈를 만족

저렴한 에너지 비용처럼 친환경 건축의 경제적 편익에 고지식하

시키는 건축물 생애주기(building life cycle)비용에 대한 최고의

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연방 정부기관은 양호한 실내 환경 여

조합이 될 것이다(Abdulaziz, 2006). 이 조합은 프로젝트에 변화

건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축물의 친환경화를 원할

를 우연히 유발하기보다는 툴(tools)의 사용으로 목적의식이 있

수도 있다(Wao, 2014 ; Wil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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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 VE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초기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뿌리내리는 것이 요구되며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과 실행
단계에 걸쳐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Leung & Liu, 1998).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도구는 지속 가능한 건설의 전반적인
성공을 실현하도록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bdulaziz (2006)는 VE 작업계획(job plan)에서 따라야 할 잠재적 지
속가능성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VE와 지속 가능한 건설의 잠재
적 조합을 제안했다. 이 VE 프로세스는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것이나 건축물의 에너지 문제인 성능과 품질 관련 사항들은 간
과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VE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지
속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5. 기능 식별 및 분석 단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
전통적인 VE 실행 과정에서 비용대비 가치(cost-worth)는 비용
이 먼저 고려된다. 비용대비 가치비율(Cost-worth ratio)은 VE
후속 단계 즉, 비용대비 가치비율을 토대로 한 개선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주체들의 건축시스템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세부검
토를 요하는 시스템을 식별한다. 건설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
성하려면 전통적인 VE 프로세스에 재조명을 필요로 한다. 소유
주들은 성능이나 품질 향상 비용에 지나치게 비용을 절감하려
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가치분석(cost-worth
analysis)은 기능분석 워크샵에서 실시된다. ASTM E2013-12
에는 FAST 데이터가 그 기능비용(their function costs)에 대한
건축시스템의 대안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성능 또는 품질 성과를 향상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지침

4. 가치공학 작업 계획에서
기능분석 단계의 한계

기준(guiding standard)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STM E1699-14 기능 식별 및 분석 단계 7.3.2.5 세부항목에서
가치(worth)를 VE팀이 추정한 최소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VE는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분명

한 비용대비 가치비율은 기본적인 가치(VE팀의 비용 추정)별로

하다.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들은 먼저 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각 시스템 또는 기능적 그룹을 위한 디자인 전문가의 비용을 나

더 많아서 비용 절감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품

누어 계산하도록 7.3.26 세부항목에 정의되어 있다. 만약 얻어

질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다른 주요 목표를 훼손하려 할 수도 있

진 비율이 1:1보다 더 크면 비용 개선을 위한 잠재적 기회가 있

다. 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비용에 초점을 맞춘 ASTM

는 것이다. 비율이 크면 클수록 초기 비용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E1699-14 기준에서 유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전통적

개선을 위한 기회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VE 프로세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VE 비용 가치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룬 섹션들과 서브섹션들(subsections)이 있다. ASTM

그러나 가치(worth)는 프로젝트 시스템에 대한 선택된 품질 및

E1699-14의 섹션 7.3.2에는 비용에 관계되는 기능의 중요성을

성능지표로 정의되는 것과 같이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최선 또

설명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의 경우 개선을 위한 접근 방식이 기

는 최고의 추정치라고도 규정될 수도 있다. 품질대비 가치(qual-

술되어 있다. 또한 ASTM E2013-12에는 비용 절감법을 사용하

ity-worth) 또는 성능대비 가치(PW : performance-worth)가 품

는 가치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목표는 VE

질이나 성능 지표에 해당하는 만큼 VE 팀의 목표 가치에 의한

연구 중에 관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성

예상 성능지표를 나누어 계산될 수도 있다. 1:1보다 비율이 적

능이나 품질 개선보다는 시스템의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은, 즉 VE 팀의 추정치보다 설계에서 실현된 성능이나 품질이

(Wao, 2015). 따라서 VE 프로세스 과정에서 선정되는 대안 시

떨어진다는 것으로 개선을 위한 잠재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스템은 성능에 따른 가치(worth) 기반이 아니고 비용대비 가치

의미한다.

비율에 기반을 두고 선택된다. 이것은 VE 성과에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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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job plan)에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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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나의 프로젝트에서 모든 VE 목표(비용, 성능 및 품질 개선)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VE팀은 비용 가치에 더하여 PW(성능 가치)

VE 보고서들 중에는 일부 유사한 보고서들이 있었다. 커튼월,

를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소유주는 VE를 사용하는 한

HVAC, 배관, 조명, 창문, 바닥 및 천정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들

프로젝트의 생애에 걸쳐 가장 낮은 경제적 투자를 통한 가장 우

이었다. LEED 점수 범주들 가운데 에너지 및 대기, 재료 및 자

수한 가치(프로젝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 그리고 실내 환경의 품질 등이 핵심이었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정 변수는 세 개 부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성되었다. 이것
은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결과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 수행된 방
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6. 연구방법

평균적으로 방법 1 팀들은 EA 점수가(M = 2.56, SD = 1.38) 정
도로 우수한 기여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방법 2 팀들은

본 연구의 목표는 건축 지속가능성 성과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EA(M = 3.43, SD = 1.21), IEQ (M = 2.70, SD = 1.06) 및 지속

전통적인 VE 프로세스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1)기능

가능성 측정치(M = 2.75, SD = 1.35)를 나타낼 정도로 상대적으

식별(function identification) 및 분석 단계에서 한계를 식별하고 해

로 보다 우수한 기여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VE 방

결책을 찾는 것이고 2)지속가능성에 대한 신규 VE방법의 영향을

법 2(PW)가 방법 1에 비해 더 우수한 것일 수 있다.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 전제조건은 이 새로운 방법이 보다 나은 건
축물 지속가능성 성과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

ANOVA(분산분석) 시험에서 EA(에너지 및 대기)가 [F (1, 37) =

구의 중요성은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가치 중심의 툴

4.44, p =.042]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lue-focused tool)을 소유주와 실무진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VE 방법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례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

[ 표 4. ANOVA 결과 요약 ]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산분석(ANOVA - Analysis

Source

EA

M&R

IEQ

Sustainability

of Variance) 및 풀드(pooled) t-test를 수반하는 데이터 분석에

Df

1

1

1

1

SAS v9.4가 도움이 되었다.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 측정값

Error

37

25

20

86

이 산정되었다.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est를 활용

Corrected Total

38

26

21

87

하는 일방향 ANOVA는 두 가지 VE 방법 사이의 통계적으로 큰

Sum of Squares Error

61.59

26.48

19.32

131.80

차이를 찾기 위하여 p=0.05에서 행하여졌다. p값의 해석은 p

Mean Square Error

1.66

1.06

0.89

1.53

<0.05가 통계 보고서(statistical statement)에서 통계적으로 큰

F-value

4.44

1.29

1.75

2.68

차이를 의미하는 경우로서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기각하

Sig.

0.042

0.267

0.201

0.106

게 되고, p> 0.05일 경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충분한 증

Measure

* EA(Energy & Atmosphere), M&R(Material and Resources), IEQ(Indoor Environmental Quality)

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방법들 사이의 결과가 통계적
으로 중요하다면 풀드(pooled) t-테스트와 함께 추가 테스트가

표 4에서 EA결과는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건축물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단변량 통계분석(univariate statistical

에너지 효율성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VE 방법

analyses)에 기본적인 전제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이 에너지 효율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A
점수가 던칸의 중다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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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토 및 결론

점수에 기여할 수 있다. 권장된 건축시스템들은 수자원 및 에너
지의 직접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거주자들의 실

가장 큰 혜택 또는 가치를 얻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내 쾌적성에 더 영향을 주는 실내 환경조건에 긍정적으로 영향

에 있어서 가치공학을 실행하는 주요 목표가 되어왔다. 그 혜택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은 설계 개선, 비용 절감, 새로운 재료의 지속적인 개선, 시공방
법의 개선, 의사결정 프로세스 상에서 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지속 가능한 건설 및 개발 부문의 학부 전문가들은 그들의 피드

팀 참여로 발생하는 스킬의 향상, 품질과 성능 요건의 최적화 및

백(feedbacks)을 제공하였으며, 그 피드백은 지속가능성에 대

우수한 기능적 신뢰성과 시스템 성능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

한 VE 방법의 기여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이 개

로 나타날 수 있다. 잘 짜여진 VE 작업계획(job plan)은 생애주기

발 시스템은 (M = 3.43, SD = 1.21)로 평가된 다른 두 부문에 비

평가 또는 분석 관점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성능과 품질

해 EA(Energy and Atmosphere)부문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것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건축시스템의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도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PW(VE method

움이 될 수 있다. 시스템 기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는 VE

2)가 지속가능성 성과 달성에 있어서 기존 VE에 비해 더 우수한

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분산분석(ANOVA) 결과 EA 평가점수가 [F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1, 37) = 4.44, p =.042]으로 아주 높았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권장 시스템이 다른 평가점수에 비해 EA 평가점수에서 상대적

VE 시스템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FAST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

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EA가 모

템의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비용을 좀 더 크게 절감하는 것으

든 LEED 평가점수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LEED v4에서 33/110

로 나타났다. 이것은 VE에 대해 다른 잠재적인 목표를 고려하지

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성과 결과를 향상시킨다고

않는 쪽으로 편견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건물 소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신규 건설 및 리노베이

주, VE팀 및 건설 전문가들이 건설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건

션 프로젝트에서 고성능(낮은 에너지 소모) 건축물에 대한 현재

설부문 중에서 성능 및 품질 부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절

의 기대치에 부합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건설의 목표와 같이 에

감 부문에만 더 많은 관심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수 있다. VE

너지 절약을 식별하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VE method 2(PW)을

는 예상되는 성능 또는 품질 요건에 건축시스템을 연계시켜야

사용하여 개발된 건축시스템은 평가된 LEED 부문에서 비교적

하며 개별적으로 잠재적 개선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던칸의 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와 시공의 개념은 건축시스템의 품질 또

Range Test) 및 합동(pooled) t-test를 사용한 시험 결과가 PW

는 성능요건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VE는 친환

방법이 EA 평가점수에서 보다 높은 등급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

경 건축물의 성능 및 품질 성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학생들이 에너지 효율적
이어서 EA 절감에 더 크게 기여하는 HVAC 및 조명시스템을 개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기

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FAST”의 운영과 목표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
구는 지속 가능한 건설에서 더 나은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VE 프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 성과를 개선하는 VE 방법론에 통합될

로세스의 기능 식별 및 분석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 있는 잠재적 접근 방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VE 방
식과 비교하여 VE 작업계획의 기능분석 단계에서 PW 방법을

학생들에 의해 개발되고 권장된 이 시스템들(즉, 커튼월, HVAC,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학부 평가단계에서 PW 방식이 기존 VE

배관, 조명, 창, 바닥 및 천정 시스템)은 EA, IEQ 및 M&R 등 특

방법에 비하여 건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보

정 LEED 평가 부문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들 평가 부문

다 우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PW 아

들은 LEED에 의해 측정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향해 더 많은

이디어가 비용 절감에 대한 일상적인 사고에서부터 성능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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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 방법의 포함에 이르기까지 VE팀, 건설 전문가와 프로젝
트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VE 기능분석 단계
에 포함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다. 모든 VE 목표는 요구
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생애주기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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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마 모랄리아(Minima Moralia) :
저렴한 맞춤형 스튜디오 공간

과도한 임대 시장과 제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 대학 과정

체들을 형성하면서 군집들 속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의 비용 증가로 인해 런던은 창작인들을

대해 흥미를 갖고 있다.

환영했던 도시에서 그들의 유입을 막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토마소 보아노(Tomaso Boano)와 조나스 프리스몬타스(Jonas

미니마 모랄리아의 시제품들이 런던 건축 페스티발을 통해 시공

Prišmontas)는 “창의성은 사회적 지위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고”

되고 전시되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창의성이 있는 사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저렴한 공간들의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져

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건축가, 목수, 패션 디자이너 모두가 그들

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그들은 무한한 맞춤화 가능성을 지닌 소

의 기술에 꼭 필요했던 것만 가져와서 꽉 채워진 영역을 만들면

형의 모듈화된 강철 프레임 조립체인 “미니마 모랄리아(Minima

서 그 공간을 달리 사용했다.

Moralia)”를 제작했다.
이것이 공간의 팝업들을 연출할 수 있었던, 서로 다른 방식들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동안 창문은 방문자들에게 서로 다른
작업 공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아노와 프리스몬타스는 “그
들의 기술의 비밀들”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보여주기’는 가동형 캐노피, 가동형 창문, 고정된 천창
과 같은 개구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낮 동안 천창에 의해 채광
이 이루지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으며 방문자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접이식 개구부들은 내부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 올
보아노와 프리스몬타스는 잘못 사용되는 개방공간들을 능동적

려진다.

이고 잘 설계된 구조물들로 채우는 ”도시 침술(urban acupuncture)”의 유형으로 미니마 모랄리아를 구상했다. 그렇게 하면서

미니마 모랄리아 팝업들은 예술가들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것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간의 갭(gap)을 이어주는 가교역

이벤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2016년 6월에 런던에 있는

할을 하고 주거/작업 유형학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킨다. 디자이

달스톤 옥상 공원(Dalston Roof Park)에서 전시되었다.

너들은 어떻게 이러한 공간들이 런던 전역에서 새로운 창작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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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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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관찰주의자 눈으로 차이를 만든다

보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변호사이자 미술가인 저자 에이미 허먼은 의대생들의 관찰 기술을 향상을 위해 ‘지각의 기술’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0년이 넘도록 의사들에게 환자기록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관
찰하는 법을 가르쳤고, 경찰에게는 범죄 수사 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밖에 FBI, 미 국무부, 법률회사, 도서관, 기업,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더 명확히
지각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강의는 TED를 통해 소개되어 높은 인기를 얻었고, 이 책 『우아한 관찰주의자』는 TED의 강
의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이다. 책은 정확한 관찰과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업무 능
력, 인간관계, 위험 등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이것이 개인의 인생을
저자 에이미 E. 허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청림출판 l 2017.06.14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는 않는다. 평범한 장면에 숨은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주시하는 능력은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킨다. 책을 통해 눈을 뜨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라보길
바란다. 분명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을 보는 법
을 배우면 당신의 세상도 달라질 것이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셜록 홈스
와 FBI가 그토록 훔치고 싶었던 관찰의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KAIA 2017 vol. 7

76

77

목차
[ 저자 서문 ]

사실 대 허구

정신적 관점

[ 서론 ] 지금 당신의 눈은 감겨 있다

오직 사실만

종잡을 수 없는 ‘왜?’

9장.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때 :

누구?

새로운 풍경

냉정한 현실을 보고 함께 나누는 법

1부 평가하기

무엇?

서비스 관점

생각한 내용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라

1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각 지능 :

언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7장.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라 :

감정을 앞질러라

시각의 간단한 생물학

객관적 관찰과 기술에서 좋은 답이 나온다

비밀요원처럼 우선순위를 매기는 법

감정을 딛고 다음 단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어떻게 주관성을 피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설탕 한 스푼의 힘

왜 미술인가?

가정의 위험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불편한 의사소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황이라면?

자동조종장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산만한 시대

5장. 평범한 장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

종합

너 자신을 믿어라

까? :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하는 것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4부 적용하기

생물학적 ‘맹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10장. 세상에 흑백논리는 없다 :

2장. 기본 기술 : 관찰력을 갈고 닦아라

뇌는 빈칸을 자동적으로 채운다

무엇이 보이는가?

세부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

3부 설명하기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는 법
무의식적 편향

방 안의 고릴라

세부 정보를 중시하는 태도

8장.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라 :

경험 편향

미술작품 관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세부 정보

의사소통의 단절을 피하는 법

편향을 이용하기(그리고 피하기) 위한
세 가지 규칙

보기 위한 전략

의사소통의 기술

3장. 무엇이 보이는가 : 똑같은 방식으로

큰 그림의 중요성

현명하게 선택하라

세상을 보는 사람이 없는 이유

그림 그리기

듣는 이를 고려하라

11장. 바퀴 달린 들것이 부족하면 어떻

우리의 지각 필터

당신의 마호가니 테이블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연습

게 할 것인가 : 불확실성을 탐색하는 법

우리는 무의식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

편집의 중요성 :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

주관적인 문제, 객관적인 답변

가장 흔한 지각 필터

2부 분석하기

느니 차라리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원이 부족할 때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법

착각의 기술

6장. 사방을 주시하라 :

잘못 칠한 물감이 마르게 놔두지 말라

미완성의 불안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기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확인하라

미완성인 것을 완성하기

4장.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라 :

물리적 관점

비법

객관적인 감시에서의 누구, 무엇,

직접 가서 보라

초대

언제, 어디

관점에 대한 감각

[결론] 보는 법을 알면 세상이 달라진다

Book&
Cafe

관찰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 임상 연구에서 해당 강좌를 수
강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진단 능력 면에서 5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작품을 보기만 해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그 이면의 과학
에 궁금증을 느낀 허먼은 관련 연구 자료를 읽고 신경과학 연구
자들을 만났다.

“우리가 보는 방식에 관해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 알고 있었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 매일 헌 비누가 새 비누로 바뀌었다.

(일례로 망막은 눈의 일부가 아니라 뇌의 일부라는 사실), 가장

그것도 공짜로. 이런 호텔의 방침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다.

중요한 사실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인간의 뇌를 온전히 이

그는 헌 비누를 모아 겉은 긁어낸 뒤 녹이고 소독한 재활용 비누를

해하지는 못해도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것 말이다. 우리는 더

아프리카 등 4대륙 32개국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많이 보고 더 정확히 관찰하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

그는 2011년 'CNN의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 결과 탄생한 강의가 ‘지각의 기술’이고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옮
<우아한 관찰주의자>는 이처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겨 국내 발간한 책이 <우아한 관찰주의자>(청림출판 刊)다. 저

모두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다루며,

자는 지난 14년 동안 이 강의를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

이색적인 관찰의 기술을 설파하는 책이다.

는 강연회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공개
했고 FBI, 미 국무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

“명확히 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은 로켓과학이 아니다.

로 가르쳐 왔다.

아주 간단한 기술이다. 누구나 이 두 가지 재주를 모두 타고난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써먹지는 못한다.”

책은 시각적 분석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연마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미술품을 관찰하는 것이다. 저

변호사이자 미술가인 미국의 에이미 E. 허먼이 ‘지각의 기술(The

자는 젖가슴이 배까지 늘어진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과 소변기

Art of Perception)’을 만든 이유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인

로 만든 조각상을 보여준다. 뇌가 새로운 경험으로 스트레스 호

칭 진술의 오류를 경험하고 지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르몬이 약간 상승할 때 새로운 자료를 가장 능률적으로 학습한
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상의 풍경과 달리 당혹스럽고 영감을 주

이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술관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

는 미술품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발판이라는 설명이다.

에서 교육 담당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 그는 의대생들에게 미술

저자는 이 같은 훈련이 정확한 관찰력과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

작품을 보고 분석하는 것을 강의, 환자기록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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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눈을 뜨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라보길 바란다.

재한다. 관찰자는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언제나 멈추지

분명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도 몰랐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않는 호기심을 쫓는다. 평범한 일상에서 아이디어 영감을 찾는다.
사소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어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 면을 본다.

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한 연구가 사실
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

여기서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는 일상 속에 무한한 시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남들과 다르게 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이라는 잣대가
금전이라는 결과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

<우아한 관찰주의자>는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서술

이지만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여 편안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시각 지능은
개인의 관찰 범위를 확장하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야
의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
관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진다. 없는 것은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것
을 보지는 않는다. 평범한 장면에 숨은 중요한 정
보를 보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주시하는 능력
은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정확한 관찰과 꼼꼼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업무 능력, 인간관계, 위험 등 모든 상
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이것
이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관찰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평범
한 일상을 관찰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과 시장을 선도하는 창조적 상품을 만들
어낸 사례도 있다. 관찰은 거창한 것을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아
주 사소한 걸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것
이고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받
아들이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던 내용들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여 얻은 가능성의 영역이 존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R&D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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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아카데미 • R&D Q&A

신규코너

‘R&D 아카데미’는 우리 원에서 매달 개최되는 KAIA 아카데미 교육 중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은 과정의 교육내용을
요약 전달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마련하였다. 본지에 소개되지 않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01 연구비 관리체계
연구비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7. 5. 8 시행
-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 2016. 12. 14 개정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 : 2016. 4. 19 개정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 2016. 11. 14 개정

02 연구비 계상
과제체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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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 부담비율 (2017. 5. 8)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
의 75%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연구비 비목구성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세목별 계상기준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② 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인건비

계상
- 학사과정 1,000,000원/월

③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원 인건비

- 연봉총액×참여율*

- 현물/미지급 계상,
현금지급 불가

* 참여율

- 석사과정 1,800,000원/월
- 박사과정 2,500,000원/월
-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 기준

- 불가피한 경우, 1인당 최대

* 미지급 인건비는 연동비목

130%까지 참여율 계상 가능

계산을 위해 30% 이내 계상

-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 기준 인건비 100%범위
에서 지급

현금계상 가능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된 기업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참여율 100%)
- 그 밖에 장관이 현금 계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집행금액 기준으로 계상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장비구축계획서 제출 (별도 심의)
•참여기업에서 부담한 재료 및 연구기자재 등 현물계상
*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가액/사용률 계상

•연구활동비 : 국외출장비, 인쇄/복사비,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시험/분석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일괄 계상
•매출부가세(위탁기관만 계상가능)
•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식대/다과), 야근식대 등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책임자, 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학생인건비) × 20%범위
•인력양성/연구장비구축목적과제(세부과제기준) 10%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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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계상기준

•일부 연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필요한 경비
•주관/협동연구기관만 계상
•현물 계상 불가
•과제 일부분을 용역비로 집행불가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 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비고시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사업단주관 17% 이내

03 연구비 지급 및 전산관리
연구비 전산관리 및 배분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 URL 통합 (http://fund.kaia.re.kr)
일반유형 :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

이로미 유형 : 중소기업 대상

•연구비 사용내역(계좌이체, 카드) 입력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서만 계좌이체

- 사용후 30일 이내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연구비 계좌전송 후, 해당계좌에
연구비 입금 후 연구비 외 출금전면 제한됨

R&D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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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비 관리/사용
기본 원칙
연구비 관리

•연구비만 관리 사용하는 별도의 연구비 관리계좌 신설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는 법인카드 사용
•연구비 카드는 23시~06시까지 사용 불가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목적

•연구기간 내에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곳에만 사용
•사용후 30일 이내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 입력
* http://fund.kaia.re.kr

사용내역
입력

•기자재 등 물품 구매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의무(국세청연동등록)
(*이로미유형 : 전자세금계산서 미등록시 재정산 요구)

기타

•부가가치세, 관세는 사용금액에서 제외
(연구비로 기 집행한 경우, 연구기간 내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사용)

연구비 불인정 기준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예외
(연구기기, 장비구입비 제외)
- 위탁정산수수료, 연구수당,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예외

2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

3

•사용내역이 연구비 전산관리 시스템에 미입력되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연구비

4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5

•전문기관장 승인사항 중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
•규정된 범위 초과사용 금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6

•직접비(인건비, 간접비,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제외)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비참여자에게 지급한 금액

7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로 지적된 금액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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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변경 제한기준

비목

세목

증액
가능 여부

인건비

◦

주요 사항
- 해당 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017. 5. 8 이후 협약부터)
- 해당 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017. 5. 8 이전 협약까지)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로 변경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전문기관장 승인 (2017. 5. 8 이전 협약까지)

연구장비
· 재료비

◦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 시설비를 계획 없이 집행시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 시설을 변경, 취소시 전문 기관장
승인 (2017. 5. 8 이후 협약부터)

연구활동비

◦

-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 유지비는 계상한 품목만 집행가능

연구수당

x

위탁연구개발비

◦
x

학생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 20% 이상 증액(신설)시 전문기관장 승인
- 영리기업은 정산

협약변경 사항(전문기관 승인)
국외출장여비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 및 계획보다
20% 이상 국외 여비 증액시
연구장비/시설비

(연구기간 내 신청/집행)

1. 3천 만원이상 계획없이 집행
인건비/학생인건비

2. 계획과 다르게 3천만원변경
3.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 변경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감액(200만원이상)

연구비 이월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연차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장에게 협약변경 신청(연구비 이월은 연차종료1개월 전 신청)

위탁연구개발비
당초 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는 경우
(신설 포함)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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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사용 유의점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지원인력 인건비 간접비 집행)
•타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서류 미비시 불인정(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
(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 지급)
인건비/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불가(파트타임 학생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정산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내용 확인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 불인정

•해당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완료
연구장비
재료비

•직접적 관련 없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임차 불가
•연구장비 취득가액으로 현물투입 불인정
•연구기관 보유시설 및 기자재의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 집행불가
•참여기업으로 부터 구입한 기자재, 시설, 재료비, 전산소모품비 등 불인정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내부 시험분석료 불인정
•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집행불가
•동일 소속기관 직원간 회의 시 회의비 집행불가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출장비, 식대 집행불가
•범용성 도서 및 s/w, 개인성 용품(핸드폰 사용료, 명합첩, 도장, 만년필, USB, HDD 등) 집행불가

•계획대비 초과집행 불가
연구수당

•전문기관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 가능 금액 확정(인건비의 0%, 10%, 20%)
•중간모니터링과제 등 중간평가 미실시 과제는 인건비 20%이내 지급
•연구기관의 합리적 평가/지급 기준 마련 후 평가/집행(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한 평가필수)
•1인에게 50% 이상 집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 1인 단독지급 불가)
•연구종료 후 지급가능(단,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급완료)
•현금, 상품권, 선물비로 지급불가

위탁연구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연구비 관리/사용
•위탁연구개발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계획 대비 증액하여 집행불가
간접비

•비영리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자체정산 실시, 집행잔액은 별도로 적립 사용가능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구비)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2015. 9. 9 이후 협약과제부터)

KAIA 2017 vol. 7

88

89

국토교통 R&D 연구비 관리 및 사용

05 연구비 정산
연구비 정산 절차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최종 정산 검토결과 통보 및 정산회수금 입금 요청
•정산회수금 입금요청 통보 후 연구기관은 30일 이내에 가상계좌로 정산회수금 입금
•연구단/사업단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 가상계좌로 입금
•정산회수금은 일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처리
•가상계좌로 정산회수시 입금 관련 공문처리 불필요

연구비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모든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kaia.re.kr – 사업 – 규정및 지침 또는 매뉴얼/가이드 >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국토교통 R&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AIA는 국토교통 R&D 사업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보았습니다.
R&D 수행 중에 궁금하거나 아리송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KAIA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또는 진흥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www.kaia.re.kr - 참여 – Q&A
[전화] 031-389-6495(사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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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한 기업으로, 공동 규정 제21조 제2항 참여기업이 있
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기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 규정 제21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기업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
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노트]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노트는 해당기관에서 소유할 수 있나요?
공동관리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연구노트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
기관)의 소유이므로 참여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노트의 원본은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자가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료]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대가인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
관이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사용대가인 기술료에 대하
여 동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기술사용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가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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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여름
헤르만 헤세

아직 늦은 여름이 감미로운 온기 가득한

도마뱀이 햇빛 쪼이는 돌 위에 쉬고 있다

하루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둥그런 꽃차례 위

이파리 그림자 속에 포도가 몸을 숨기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친 날개짓으로

마법에 걸려 세계는 사로잡힌 듯하다, 잠에,

나비 한 마리 흔들리며 비로드 금빛으로 섬광을 낸다

꿈에 사로잡힌 듯하다, 네게 깨워 달라 한다

저녁과 아침들은 축축하게 호흡한다

그렇게 이따금씩 여러 박자 길이로

엷은 안개로부터 그 습기는 아직 미지근하다

음악이 흔들리다가, 황금빛 영원으로 굳는다

갑작스레 빛을 받은 뽕나무에서

마침내 깨어나며 마법의 묶임에서 벗어나

노랗고 커다랗게 이파리 하나가 나폴나폴

이루어지려는 마음으로, 현재로 되돌아갈 때까지

부드러운 푸름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 늙은 사람들은 수확을 하며 도열하여
여름에 검어진 우리의 손을 녹인다

아직은 날이 웃고 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지탱되며 우리의 환심을 사고 있다,
'오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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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 기술 이야기
R&D 거래소
R&D 우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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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신규코너

<신규코너> ‘R&D 거래소’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성과 중 사업화 · 실용화 대상 기술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코너로 R&D기술거래 촉진을 통한
우수 R&D기술의 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R&D 거래소에서 소개되는 기술이외의 사업화 대상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 지식 – 국토교통기술이전(TechBiz))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연암반형 판넬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식 옹벽 구조물
기술범위

01

미관을 고려한 자연암반형 표면처리 및 원지반 부착식 패널 설치 기술로서
Top-Down 방식의 시공방법을 구현

•옹벽 배면 터파기 후, 판넬을 쌓으면서 뒤채움 및 다짐을 실시하므로 경제성, 시공성 저하

기존 기술의
문제점

•뒤채움 재료 품질관리가 어렵고, 인력작업에 따른 다짐 불량으로 침하 등 다양한 문제 발생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5.0m(1소단) 굴착 후 보강재 및 판넬을 설치하므로 시공 중 안정성 취약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면 노출에 따른 위압감 조성 및 경관성 저하

구분

해당기술

PPP공법

PRN-wall공법

공법 개요

Nail + 자연암반형 PC Panel

Nail + 전면 PC Panel

PRN Bolt + 전면블록

장/단점

시공 중 안정성 우수
수직 절취로 토공량 감소
자연스러운 경관 창출

강관보강재 사용해 인장강도 증가
목재 문양으로 전면 미관 우수

보강재 길이 및 간격 조정 가능
급곡선부 시공 용이

직접공사비

421,505원 / ㎡

485,626원 / ㎡

466,472원 / ㎡

우수성

경제적 효과

•자연암반형 판넬 압축강도 25% 증가

•기존 기술 대비 공사비 10.5% 감소

•토공량 8.75m3/m 감소

•토공 및 용지보상비 포함 시 공사비 최소 15.0% 감소

•Top-Down 시공 방식 적용

•청주 현장 실시설계 수량 적용 시 총공사비 기존 기술
525,889천원 → 개발기술 470,688천원
•대비 노무비 72% 감소
•되메움 및 다짐이 불필요해 장비 사용료 절감
•수직 절취 및 원지반 부착으로 부지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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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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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실적
- 대전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대전도시공사)

- 시공 중

- 부여군 천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부여군)

- 시공 중

- 청주 동남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광주 용산지구 건설공사(LH공사)

- 설계 반영

향후 활용 전망
- 산업단지, 도로,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대절토 비탈면 구간
- 도심지와 같이 부지 경계 추가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존 구조물 하부 지반을 보강하는 경우
- 부지 경계 내에서 추가 부지 확보 및 토지 이용 극대화가 필요한 경우

기술 내용
•비탈면 수직 절취 후 쏘일 네일 등의 지반
보강재를 설치하고, 지반 보강재와 PC 판
넬을 체결하여 원지반에 부착함으로써 비
탈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
•판넬 전면 문양을 자연암반형 질감으로 표
현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국가 인프라 건설 기관 단지조성공사 수행사
비탈면 보강 및 산업,
주택단지 조성공사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설계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도화, 유신, 한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기술분류

기술사업화지원 > 운영 및 관리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과제명

R&D
수행이력

연구기관
연구비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자연 친화적 옹벽
곡면부 처리가 가능한 원지반
부착식 옹벽 구조물

출원/특허번호

비고

10-2014-0021061

출원

10-1590057

등록

자연암반형 판넬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식 옹벽 개발
2014.06 ~ 2016.06
952,864,000원

기술 문의

(주)세종이엔씨
민경남 (042-719-8860)
(010-5434-4183)
sjenc999@naver.com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GFRP와 스틸 소재를 혼용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가동보
기술범위

01

부식 우려가 없고 각 경간 개별 작동이 가능하며 실시강 유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가동보

•수입 소재 사용으로 경제성 결여, 신속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기존 기술의
문제점

•스틸 소재 사용으로 부식 발생 및 장기적인 내구성 저하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개별 작동 부재로 가동보 상류측 이물질 정체 및 수질 오염 악화
•하천관리에 필수적인 유량계측 시스템 부재

구분

해당 기술

기능/성능
클램핑
플레이트

장/단점

패널

자동
유량측정
경제성

기존 기술

- 수위 및 유량 조절
- 유량측정 가능

수위 및 유량 조절

- GFRP소재로 부식 발생 없음
- 장기 내구성 확보

- 스틸 소재로 부식우려
- 장기간 사용 시 내구성 저하

- 스틸 소재로 부식 우려
- GFRP + 스틸 소재 적용으로 부식 발생 없음
- 장기간 사용 시 내구성 저하
- 장기 내구성 확보
- 부유물로 인한 파손 발생
- 경간별 개별 작동이 가능하여 정밀한 수위 조절 가능
- 일체형 작동으로 정밀한 수위 조절 불가
자동 실시간 유량 측정 가능

유량 계측 불가능
유량 계측이 불가능하여 계측시 추가
비용 소요

실시간 유량 측정 가능하여 경제성 향상

우수성

경제적 효과

•클램핑 플레이트 및 하이브리드 패널은 경량 · 고강도 ·

•가동보 관련 사업에서의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향

고내구성 · 신속시공 등의 뛰어난 특성으로 국내외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분야의 기술을 세
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음
•또한, 우주항공용 첨단소재를 건설 분야에 접목시킨 건
설 신소재인 복합소재는 기존의 건설재료에 비해 획기적
인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하였음

상시켰음
•기존기술대비 경제성 약 5% 절감
- GFRP소재 적용으로 부식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
내구성을 제고하였음
-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기술 경쟁력 및 유지관리
편리성,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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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98

99

활용 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ARS Gate 시공완료 및 운영중 (0.5mH × 6.0mL)
- 경북 군위군청 신제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ARS Gate 시공완료 및 운영중 (0.5mH × 4.0mL)
- 경북 군위군청 구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ARS Gate 시공완료 및 운영중 (0.5mH × 2.0mL)

향후 활용 전망

기술 내용
GFRP 및 스틸 소재를 이용한 가동보용 클램핑 플레이트
및 하이브리드 패널
가동보의 선택적 방류가 가능한 경간별 개별 작동 시스템
및 편류 방지 시스템
다목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가동보와 연계한 실시간
자동유량측정 시스템

실시간 하천 유량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부 및 환경
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하천 유량측정 사
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기존 가동보 혹은 신설 가동보 설
치지점에서의 실시간 하천유량 계측자료는 수자원 및 하
천관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해 그 효과가 기대됨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적용처

국내 · 외 토목 설계社

국내 · 외 토목 설계社

국내 · 외 건설社

국내 · 외 건설社

국내 · 외 정부 및 지자체

국내 · 외 정부 및 지자체

추가 기술 정보
기술분류

기술사업화지원 > 운영 및 관리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기술 수준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과제명

권리 현황

R&D
수행이력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수위조절패널 및 이를 포함하는 수위조절장치

10-1614240

등록

공압 실린더

10-1614221

등록

수위조절장치

10-2014-0193382

출원

유량계측시스템

10-2015-0059497

출원

연구기관
연구비

GFRP와 스틸 소재를 혼
용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
능한 첨단 하이브리드 가
동보 개발
2014.06 ~ 2016.06
993,400,000원

(주)유일기연 박현준
기술 문의 (031-903-2394)
hyunjun@yooileng.c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총괄 문의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고정밀 GPS가 장착된 자동측량 굴삭시스템
기술범위

01

굴삭기에 경사센서 및 관성센서 등 복합센서 제어를 통해 굴삭기의 자세를 센싱하여 버킷
끝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실시간 자동측량 및 좌표측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2D 자
동계측 굴삭기 시스템 및 추가적으로 정밀 GPS 수신기를 부착하여 보다 정밀한 굴삭기 위
치/자세의 계산을 통하여 자동측량은 물론이고 3D 작업 시뮬레이션과 자동 작업 물량 산
출이 가능한 3D 자동계측 굴삭기 시스템

•토공작업 전후에 측량 및 측량표식 필요하며, 측량오류로 인한 재시공 발생

기존 기술의
문제점

•측량지연으로 인한 장비 대기시간 증가 및 장비 주변 측량원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증가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외산 MC제품 도입으로 고가의 기술료 납부 및 사용자 편의 반영한 추가 기능 탑재 불가
•외산 기술로 인해 시방서 반영이 불가하여 MC시장 활성화 저조

구분

해당기술

레벨 및 광파, GPS 측량방식

측량유무

측량 및 측량표식 필요 없음

토공 작업 전, 후 측량 및 측량표식

재시공

재시공 없음

측량오류로 인한 오시공 시 재시공

장비효율

장비 대기시간 Zero, 작업효율 증가

측량지연으로 장비 대기시간 증가

안전사고

안전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장비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내재

우수성

경제적 효과

2D system : 레벨, 경사, 좌표 자동측량 굴삭

기존 기술 대비(토공작업) 공사비 최대 20% 감소

3D system : 잔여 작업량 산출

MC 시스템 국산화로 인한 수입 대체 금액

시공기면과 대비한 잔여 작업량 산출

약 1조원 절감 효과

검측자료 생성

130,449대 X 15% X 50백만 = 약 1조원
•기존 방식 대비 토목건축현장 터파기작업
•(효율, 비용) 장비, 유류, 인건비에 따라 작업 효율
50% 증가, 직접비 45% 절감
•(공사기간) 작업 효율 증가에 따라 약 64% 단축
•(간접효과) 센서 및 GPS의 고정밀도 프로그램 개발로
자동화 및 계측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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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100

101

활용 실적
- 15년 8월～9월/2D SEL 적용/화도～양평 건설공사 제3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바닥 및 법면작업
- 15년 10월～16년 2월/2D SEL 적용/성남수진역오피스텔 신축공사/바닥 및 법면작업
- 16년 3월～6월/3D SEL 적용/충주시티자이 토공사/독립기초 및 법면작업
- 16년 6월～ /2D 및 3D SEL 적용/수도권 MEGA HUB 터미널 신축공사/독립기초 및 법면작업

향후 활용 전망
1. 건설현장의 원가 절감, 공기단축 (수중공사, 건축터파기공사, 택지공사, 도로공사 등)
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재시공방지, 야간 및 수중에서도 높은 품질 확보)
3.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장비주변 인력작업 최소화로 안전사고 사전 근절)
4. 관련산업 연계활용 (측량기기 국산화, 상시계측 연계활용, 광업 및 농업에 연계활용)
5. 해외사업 (국산화 MC 해외 수출, 공사원가 경쟁력 확보로 해외공사 수주에 기여)

기술 내용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한국도로공사 및 수자원공사 외 발주처 종합건설사 해외 및 국내 직영 현장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개인장비차주

전문건설사 국내 현장
- 터널공사 법면작업, 건축공사
기초터파기, 항만공사 수중굴착 등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굴삭작업을 위한 좌표측량 시스템 및 그 방법

10-1629716

등록

10-2016-0046737

출원

SEL Office

C-2016-013493

P/G

토공량 산출시스템

C-2016-013494

P/G

3D SEL 모니터링 프로그램

C-2016-013261

P/G

3D SEL 센서노드 프로그램

C-2016-013260

P/G

고정밀 GPS 측량이 가능한 굴삭작업
가이드 및 컨트롤 시스템

기술분류

기술사업화지원 > 운영 및 관리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R&D
수행이력

과제명

고정밀 GPS가 장착된
자동측량 굴삭시스템

연구기관

2014.06 ~ 2016.06

연구비

865,800,000원

기술 문의

(주)영신디엔씨
최평호 (031-8060-1100)
cceagle@hanmail.net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용 배터리 팩
기술범위

01

충전 대기시간과 1회 충전 운행거리의 제약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용 배터리 팩

•급속충전이라 하더라도 최소 20~30분이 소요되는 충전 대기시간

기존 기술의
문제점

•완전 충전 후 1회 충전 운행거리가 아직 200Km 이내로 내연기관 대비 짧음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배터리 과사양 설계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및 제작 공정이 복잡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체의 추가적인 안전기능 보강 및 원격 관리기능 부재

구분

해당기술

기존기술 1(플러그인 충전방법)

충전

40초 이내 배터리 교환 완료

최소 30분 이상

운행

전기버스 운행 코스에 따라 교환소 설치함에
따라 1회 충전거리 제약 없음

1회 충전거리(약 200Km)

장단점

50kw급 대형 배터리 최초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 통과

충전 인프라 부족

우수성

경제적 효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교환형 배터리 기술 선도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구분하는 인식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
•환경개선의 이점과 경제 부가가치 창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처리 문제 해결
•(비용) 공용사용이 가능한 교환형 충전소 설립으로
다수의 노선버스가 공동 이용함으로써 유지관리비
및 도입 비용의 절감 가능
•(간접효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산에 일조함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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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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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실적
- 포항시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범사업 MOU체결(2013. 11월)
- 포항시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5. 09월)

향후 활용 전망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각 부품이 사용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교환형 배터리
보급에 따라 전후방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제고 가능

기술 내용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전기버스 사업 추진 지자체
민간 시내버스 운수업체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셔틀 2개 노선 운행 중

기술분류

기술사업화지원 > 교통수단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권리 현황

과제명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배터리 팩 온도관리 방법 및 장치

10-2016-0066116

출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커넥터

10-2015-0181697

출원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팩

10-2015-0013567

출원

배터리 팩지지 블록 및 이를 포함하는
배터리 팩

10-2015-0013576

출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이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10-2014-0181500

출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및 인증 서버에서
10-2014-0181449
배터리 인증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출원

R&D
수행이력

연구기관
연구비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용 양산형
배터리팩 기술개발
2014.06 ~ 2016.06
1,336,320,000원

기술 문의

(주)피엠그로우
김광섭 과장 (02-6232-2541)
ks.kim@pmgrow.co.kr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연구책임자 강경인

연구진

소 속 기 관 고려대학교
연 구 기 간 2009.4 ~ 2015.7

조훈희 (고려대학교)
김태훈 (조선대학교)

전 화 번 호 02-3290-4956

임현수 (고려대학교)

시간 · 비용 줄이고 경쟁력은 높인
초고층 빌딩 골조공사
4일에서 3일로 공기를 25% 줄여 경제성을 높인 가변형 테이블 폼 공법

“본 공법을 통해 초고층 공사의 자동화공법을 선도하고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도심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빌딩은 형태가 날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건물이 복잡할수록 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변형 테이블 폼 공법’은 기존 공사기간을 25% 단축하고, 거푸집 공사비용을 약
20% 이상 절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세계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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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초고층 건축물
최근 중동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 건축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의 미관을 좌우하고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상징성을 띄기 때문에 그 형태가 날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건물일수록 거푸집 공사 시 추가
자재와 인력 투입 등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거푸집은 건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건물의 모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거푸집 시스템의 선두업체인 독일의 P사와 D사는 초고층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화 거푸집인 ‘테이블 폼’을 사용하고
있다. 테이블 폼은 생산성이 높은 반면 형태가 대개 사각형으로 고정되어 있어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에는 거푸집을 매번 별도 제작해
야 하고, 중량의 테이블 폼을 이동하기 위한 장비 설치 및 운영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연구단은 비정형 형태의 초고층 거푸집 공사
의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속시공 통합 플랫폼 및 자가진단형 시스템 거푸집 개발’ 과제를 수행했고, 형태에 따라 변화가 가
능한 가변형 테이블 폼 공법 개발에 성공했다.

핵심기술 확보로 가변형 테이블폼 공법 개발 성공
연구진은 가변형 테이블 폼 공법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가변형 테이블 폼, 테이블 폼을 인양하는 자동인양플
랫폼, 테이블 폼의 해체 시기를 관리하는 USN 기반의 거푸집 공사관리 시스템, 가변형 테이블 폼의 배치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바닥거
푸집 최적 배치 프로그램 등 4가지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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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핵심기술인 ‘가변형 테이블 폼’은 도면에 맞춰 형태를 바꿀 수 있어 추가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층별 평면 변화에도 쉽게 대
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거푸집 공사 자재비의 24%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의 10%를 단축할 수 있다. 동등한 제품과 비교하여 생산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가변형 테이블 공법 핵심기술>

두 번째 핵심기술인 ‘테이블 폼 자동인양플랫폼’은 타워
크레인 없이도 리프트 마스트에 지지해 독립적으로 거푸
집을 인양하는 장비다. 거푸집 설치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 양중부하를 36% 줄일 수 있으며 기
존의 호이스트 마스트를 지지대 삼아 테이블 폼 해체층
과 설치층을 이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해
외 시스템 대비 약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테이블 폼 자동인양 플랫폼>

세 번째 핵심기술은 ‘USN 기반 거푸집 공사관리 시스템’
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사물에 전자
태크를 부착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
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 활용하는 통신망을 일컫는다.
연구단은 테이블 폼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콘크리트 강
도를 추정해 해체 시기를 측정했다. 직접 콘크리트 샘플
을 깨지 않아도 온도센서가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해 결
과를 작업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있다. 실제로 본 시스템을 적용
한 결과 시스템 구축 소요시간이 21% 줄었으며, 비용의
31%를 절감할 수 있었다.

<USN 기반 거푸집 공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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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거푸집 최적 배치 프로그램’은 수리 모형을 기반으로 거푸집 배치계획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거푸집과 평면의 크
기, 형태 등을 모형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배치의 일관성은 물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시 거푸집 자재비의 6%가 절감됐으며, 거푸집 배치 소요시간은
54% 절약됐다.

<바닥 거푸집 최적배치 프로그램>

초고층 공사의 자동화 공법을 선도하다
본 기술의 가장 큰 성과로 비정형 초고층건물 시공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한 층을 지을 때 4~5일 걸렸던 공사기간을
25% 단축해 3일로 줄인 것은 물론 약 20%의 공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 부착으로 테이블 폼 해체 시기를 정확
히 예측할 수 있어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었다.
초고층 거푸집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것도 대표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국내 초고층 거푸집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대부분 경험
많은 해외 업체에서 수입해 썼다. 그러나 본 기술을 확보한 덕분에 국내 자재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외화 절감은 물론 국내
거푸집 업체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초고층 공사의 자동화 공법을 이룬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동시스
템으로 테이블 폼을 이동·인양·설치·해체할 수 있는 본 공법을 통해 초고층 공사의 자동화 공법을 선도하고 향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센서와 자동화 장비를 융합한 본 공법을 통해 IT 및 USN, 금속기계 장비산업 등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건축시공학회 최우수 학술상(2015.05) 및 우수학술상(2015.11), 한국건설관리
학회 우수학술상(2015.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2015.10) 등을 받으며 학문적 가치와 실용화 가능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 SCI(E) 논문 게재 4건, 국내 논문 게재 7건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9건, 특허등록 6건, 소프트웨어등록 3건
기술적용

· 기술이전을 통해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 신축현장에 적용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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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나강식

연구진

소 속 기 관 ㈜에스엠코어(舊 ㈜신흥기계)

서정호 (㈜에스엠코어)

연 구 기 간 2012.8 ~ 2015.5

권승안 (㈜에스엠코어)

전 화 번 호 02-2090-9200

이형근 (㈜에스엠코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고속 자동 적재/반출
장비 개발로 물류 선진국 도약
고성능 선진기술의 보관물류장비(Mini-Load AS/RS) 개발로 물류장비 시장경쟁력 강화

“국 · 내외 물류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 · 보관하는
고성능 물류장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점점 다품종 · 소형화
되어가는 물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첨단 물류장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속 자동 적재/반출 장비(Mini Load AS/RS)’의 원천기술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
로 물류 선진국으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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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물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신속성 · 정확성 · 안전성을 갖춘 첨단 물류장비의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체계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와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복잡한 화물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보관 · 하역 시스템도 발달하
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물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물류기술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국토 해양 R&D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Green up-30’을 선정하여 9개 교통분야 중에서 ‘에너지 절감형 물류시설 · 장비 및 운영
기술’을 포함한 물류장비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류시설 인프
라 고도화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9년의 기술격차를, 지능형 물류장비 기술의 경우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고층화 · 자동화되고 있는 물류시설의 보관 및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류 환경에 맞는 첨단화된 장비의 핵심기술
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신속성 · 정확성 · 안전성 갖춘 첨단 물류장비 기술 개발
국 · 내외 물류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 · 보관하는 고성능 물류장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단은 2012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총 3차년에 걸친 연구 끝에 ‘고속 자동 적재/반출 장비(Mini Load AS/RS)’의 원
천기술을 확보했다. ‘AS/RS’는 물류를 자동 저장하고 회수하는 ‘자동 창고’ 개념의 시스템이다. 좁은 부지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
이고, 저장 · 회수 작업들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빠른 재고 확인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Mini Load
AS/RS’는 보통 30~50kg의 물품이 담겨 있는 작은 컨테이너나 토트(Totes)를 처리하는 AS/RS로,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높고 공간을 집
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1차년도(2012.08~2013.05)에는 ‘Mini Load AS/RS’ 장비의 제어 · 운용시스템이 설계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장비 시험환경을
구축했다. 2차년도(2013.05~2014.05)에는 싱글마스트의 제어 · 운용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스템 및 부품 규격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시
험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작업자의 피킹 작업을 지원하고 피킹존 시스템의 장비를 제어 · 관리하는 ‘DMS’, RFID · 바코드와 연계돼 입 ·
출고 상품을 확인하고 피킹하는 PID, 싱글마스터의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장비 부하 및 이상 여부를 관제하기 위한 장비관리 및 제
어기술 ‘싱글마스트용 ESC’, 피킹존에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입 · 출고 작업지원과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인
‘피킹존 스테이션’ 등이 2차년도에 개발된 기술이다. 3차년도(2014.09~2015.05)에는 ‘더블마스트 미니로더’ 단위시작품이 개발되고 시
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쳐 더블마스트 운용시스템(전력량 관리 시스템, 모바일 리포팅 S/W)이 구축됐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성과물인
Mini Load AS/RS의 싱글마스터 시제품과 더블마스트 단위시작품, 관련 제어 · 운용시스템이 구축됐다.

<Mini-Load AS/RS 싱글마스트 시제품>

<Mini-Load AS/RS 더블마스트 단위시작품>

핵심기술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 거둬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고속 적재 · 반출 장비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물
류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다. 또한 RFID, PID, DMS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물류자동화 장비 시장의 국가 브랜드
를 향상시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도 주요성과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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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실제로 본체 제조기술에 PICKER 제작을 변형하면 자동차 부품, 타이어, 제지, 브라운관, 제약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접목이 가
능하다. 또한, 싱글마스트와 더블마스트 미니로더의 적용 환경이 각각 다르게 설계돼 100kg 이하의 화물을 취급하는 경량 화물 물류장
비 시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항목

싱글마스트

더블마스트

주행 없음, 높이 10m
시제품 환경

주행 길이 20m,
높이 6m

(주행 길이 20m, 높이 20m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으
로 설계 검증함)

주행 속도

5 m/s

5 m/s

주행 가감속

4 m/s2

4 m/s2

승강 속도

2 m/s

3 m/s

승강

4 m/s2

4 m/s2

항목

싱글마스트

더블마스트

승강 가감속

4 m/s2

4 m/s2

적재중량

50kg * 2ea

50kg * 2ea

권장 높이

최대 높이 10m 이하

최소 10m 이상 ~
25m 이하

기존 창고 건물에도
설치 가능

신축 건물에 설치 권장

적용 환경

구축 비용

출고라인에 구축 권장
출고라인뿐만 아니라
싱글마스트 보다 훨씬
기존 공정 라인 중간에도
많은 다품종 물품을 보
구축 가능
관하고자 할 때 권장
더블마스트 대비
70%수준

<싱글마스트 미니로더와 더블마스트 미니로더의 특장점 비교>

Mini-Load AS/RS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보관창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보관창고 내의 신속하
고 정확한 물품 반 · 출입을 통해 물류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AS/RS 및 공정라인 구성 시 기존 보관창고보다 가동률을 1.5배
이상 향상시켰다. 싱글마스트 운용시스템 중 ‘피킹존 시스템(DMS, PID)’은 작업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작업시간을 단축시켰으
며, ‘장비운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ESC)’은 자동화 창고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로 미니로더 장비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전력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미니로더 장비의 신뢰성이 커진 것은 물론 ‘모바일 S/W’의 구축으로 자동화 창고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9건, 특허등록 2건, 소프트웨어 등록 5건
기술이전 ·
사업화

· 인도 내 타이어업체 CEAT에 약 160억원 규모(본 과제 성과물 적용 44억원)의
물류 자동화 구축사업을 수주
· 기술이전을 통해 179백만원의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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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자여, 그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근면성실함이 한국을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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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근면함과 성실함, 오기와 끈기로 세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

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근면 성실

이 모여 매년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작년에

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미덕으로 여겨졌

처음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두 어살

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삼당오락' '티끌 모아 태산' 등을 외치

된 개념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닝, 3D 프린터,

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O2O, 인공지능 등 어지럽게 떠도는 수많은 기술과 담론들을 '4
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것들이 인간의 생활
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
가는 아주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럼 현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국가 경쟁력
은 세계 몇 위쯤 될까? 걱정스럽게도 25위이다. 거칠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25위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국가기록원 기록물

하지만 그러기를 잠시. 세계 정상에 서서 우리나라를 견인해온
산업들이 최근 급격히 휘청이며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
다. 조선, 반도체, 건설, TV 등 다른 국가에 내주지 않을 것 같았
던 세계 최고 분야부터 이미 중국과 일본에 밀려 국제경쟁력이
약해진 수많은 중소기업들까지. 대체 왜 그럴까? 기업, 정치, 국
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
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던
차에 작년 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접하게 됐다.

출처 : UBS

<세계경제포럼에서 진단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

우리는 사물인터넷이다, 데이터 기술이다, 3D 프린팅이 어쩌
고,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아직은 먼 미래 얘기로 느
껴진다. 3D 프린터를 보아도 '이거 피규어나 모형 만들기 좋겠
네.', 아두이노(Arduino) 같은 사물인터넷 메인보드를 보아도
'원리는 알겠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생
<복잡해 보이는 4차 산업혁명>

출처 : KBS news

각 정도가 들뿐 놀랍게도 어떤 머릿속 방패가 이들을 쉽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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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 어렵게 만든다는 느낌이다. 필자가 답을 내린 그 방패는

기고 싶은 마음'이 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

바로 근면성실함이다. 근면성실함(더 정확히는 근면성실에 대

어, 걸어가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까 고

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의

민하다가 증기기관이 나타났고, 어떻게 제품을 더 쉽게 많이 편

접근과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

하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자동화 기계가 개발되고 대량 생산이

록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해보자.

시작됐다.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계산과 기억을 더 쉽고 편하
게 할까 고민하다가 컴퓨터가 등장했고, 이제는 어떻게 더 편하
게 시스템 관리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배달을 받을까 고민하다
가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냥 좀 덜
귀찮고 싶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굴러갔으면 하는 강한
염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율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4
차 산업혁명의 열쇠다.

몸과 머리를 안 써도 잘 굴러가게끔 나 대신 컴퓨터가
일하게 만드는 것
우리나라는 사람의 일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에 무의
1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노동을 증기기관이 대신하기 시작한 것

식적 거부감과 위화감이 있는 듯하다. 일이라는 것은 자고로 사

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해 인류 전체의 노동을 대량

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높게

생산 기계가 대신한 것을 말한다. 3차 산업혁명에는 육체노동을

쳐주는 경향이 있다.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이 그 단적인 예이

넘어 인간의 뇌인 지식 노동(계산과 저장 등)을 컴퓨터가 대신하

다. '생활의 달인'에는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실력을

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은 1차에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

가진 장인들이 등장한다.

인의 영역이 인류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인류 전체의 사고와 지
식 노동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 인류의 노동이 기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박수를 보낸다. 수

계로 대체될 수 있었던 데에 전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4

십 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신

차 산업혁명에서는 통신을 통해 각각 나눠져 있던 개인 컴퓨터

분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의 지식과 프로세스가 범 인류적 인공지능으로 개발되고 통합

으로 만든 바로 그분들의 장인정신. 7시까지 일할 것을 8시까

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인류의 뇌인 인공지능과 인류의 육체인

지 일하고, 두 시간 걸리는 일을 한 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미덕

대량 생산이 결합되어 낭비와 부족함 없는 완벽한 주문 생산이

으로 여겼고, 우리는 이 근면성실함으로 70-80년 대 중동 러시

가능해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수주를 했으며, 지금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인류의 뇌를 인공지능이 대신하여 인간과 기계가 완전하게 움

야근과 철야를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부지런함과

직이는 방향성을 가진다.

근면성실함이 우리를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면 의외일까?

그럼 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인류의 어떤 강렬한 열
망이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걸까? 바로 이 세 글자다. 게으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혁명의 정신은 역설적이게도 '게으름'

좀 웃기게 표현했지만 '더 편하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즐

이다.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덜 신경 쓰도록 만들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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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것의 마지막 단계로써 배움과

수많은 생활의 달인들을 컴퓨터와 기계의 스승으로 만들어야

생각과 판단과 행동까지 인공지능이 하여 최고의 효율과 정확

한다. 깊은 내공을 가진 생활의 달인들의 방법과 노하우를 활

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자동화 설비,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

용하여 그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고 컴퓨터가 알아서 제어하며,

린터를 이용한 완전한 주문형 생산 등 산업적인 면에서부터, 블

기계가 만들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루투스를 이용하여 커튼을 열고 닫고 말 한마디로 불을 켜고 드

장인의 노하우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론이 배달을 하게 만드는 일상생활의 변화도 잘 생각해보면 내

할 것이다. 또한 달인은 컴퓨터를 제자로 두기 어려우니 그 과

가 더 편하고 더 신경을 안 쓰기 위한 행동들로 수렴된다.

정을 지원하는 기술자도 필요하다. 결국 생활의 달인들은 시간
과 체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던 연구 개발을 더 할 수 있을 것이

그런데 우리의 근면성실함은 이를 반대로 접근하고 있다

고, 그 노하우를 또 컴퓨터가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조를 잘 보여준 것이 미국을 다시 3%대의 성장으로 올린 제조

자동화 설비 대신 사람이 더 오래 열심히 일해서 효율을 높이고,

업의 4차 산업혁명이다.

드론 배달 대신 택배기사분들의 노동 단가를 낮추며, 3D 프린
터 대신 밤을 새워 가며 더 정확히 깎는 법을 숙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고, 그 한
계에 봉착할 때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 또 이렇게 열심
히 일하던 분들이 자동화 설비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
술 때문에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세상은 외면하는가' 라고 하는 사회적 분노와 억울함도 발생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게으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컴퓨터와 기계가 이를 다 해
출처 : 딜로이트, 미국경쟁력위원회

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의 게으름과 노는 것을
위해 머리와 몸을 써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누워있으면 소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우리에게 참 생소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

몸을 움직여 일하는 만큼 잘 살게 되었고, 노는 만큼 삶은 어려

근하는 직원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일을 컴퓨터가 자

워졌다. 그렇다고 근면성실함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내가 더

동으로 하게 만들어 빨리 퇴근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직원

쉬고 더 편하고 더 놀고 더 게으르기 위해' 성실하게 컴퓨터를

을 포상하고 이 방법을 장려해야 한다. 직원들은 더 빨리 더 열

가르치고(=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계를 만드는데 근면성실

심히 더 오래 일할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어떻게 컴퓨터가 대신

함을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와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

하게 만들까 2시간에 걸쳐 할 일을 30분으로 줄이는 것에 관심

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많은 연구와 프로그래밍을 요

을 가져야 한다.

구한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다 빼앗아 가서 실직
자가 넘칠 것이라는 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모든

이제 우리의 능력을 게으름을 위해 쓸 때다

일을 하려고 할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분야든 더 나은 방법을
새로 만들고 연구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프로그래밍하고 기계

더 쉽고 게으르고 편하고 싶은 사람이 이기는 4차 산업혁명의

를 만들고 내 생각대로 인공지능이 움직이게 만들려면 엄청난

역설. 이미 첫걸음이 늦었다. '게으름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시 치고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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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철도터널 미기압파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선진기술 동향 조사
「고속화철도(250km/h이하) 터널 미기압파

기압파 저감 후드 시공현황을 조사하였다. 또

저감 후드 기술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 최근에 고시된 유럽 EU의 터널 미기압파

국외 현장시험 데이터 분석기법, 소닉-붐 발

허용규칙(독일 DB 마련)과 독일 자국의 미기

생현황, 현장시공 동향 및 미기압파 허용기준

압파 허용기준과 상세 해설서를 입수하였다.

수립 등을 위한 선진 기술조사를 수행하였다.
※ 독일 3개 노선 현장방문 : Nuremberg-Ingolstadt 노선
(독일 중부), NUREMBERG - ERFURT 신선

유럽과 독일의 터널 미기압파 발생현황 및 저
감을 위한 연구동향 조사로, 독일 DB(철도공
사) 공력시스템연구소(DB ST)를 방문하여 터

(독일 중북부), Wendlingen-Ulm 신선(독일 남부)

· 행사명 : 국외 철도터널 미기압파 저감 대책
현장 조사 및 허용기준 조사

널 미기압파 저감 연구 및 기술현황 수집을

· 일 시 : 2017년 6월 5일(월) ~ 6월 14일(수)

수행하였다. 독일 DB의 안내로 독일 내 터널

· 장 소 : 독일, 일본

미기압파 저감 후드 적용 현장방문 및 시설물

· 참석자 : 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수석

조사로 3개 노선(신선 2, 기존선 1)을 상세히
탐방하였으며,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미

<일본 신칸센 터널 후드>

고태환 책임(독일, 일본)
(주)에이맥스 이혜원 부소장

<독일 DB 부설연구소 방문>

김동범 대리(일본)

고위험군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 시연회 개최
지난 6월 9일(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

연회에서는 운전자 얼굴 모니터링 장치, 운

· 행사명 : 버스운전자 모니터링 장치 시연회

연구원 종합시험로(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행정보 프로그램, 버스 운전자 생체데이터

· 기 간 : 2017년 6월 9일(금)

고위험군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시연

획득용 밴드 및 통합제어장치이며 운전자가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회를 개최하였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연

눈을 감았을 경우, 운전자 전방주의 태만, 앞

구과제 관련 관계자 및 주요 언론사가 참석

차량과의 추돌위험, 지그재그 주행 등의 다

하여 버스 졸음운전 경고장치 기능에 대하여

양한 위험 상황을 연출하여 시스템이 정상적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관

으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종합시험로(경기 화성)

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번 시

<버스운전자 졸음 및 부주의 경고장치 시스템 구성도>

<경남여객 5005번 버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버스운전자 졸음 및 부주의 경고장치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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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산업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
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 연구단은 6월 22
일(목)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
회는 연구개발 중인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기
법 및 기술’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소개하고,

· 행사명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담회
·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14:00
· 장 소 : 국토교통부 6동 443호
· 참석자 : 국토부 담당자, 진흥원 과제담당자,
연구단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자 52명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담당자들은 사업을 추진하며 느낀 애로사항
을 나누고, 연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
견을 개진했다.

한옥기술개발 제1차 자체평가 및 워크샵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 · 시공 기술개발

체 연구진이 연구의 목적 및 지향점을 공유

· 행사명 : 한옥기술개발 제1차 자체평가 및 워크샵

연구단은 2017년 6월 23일~24일 1박 2일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계획 및

· 일 시 : 2017년 6월 23일(금) ~ 24일(토)

간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1차년도 제1차 자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모색하는 시

·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체평가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

간을 가졌다.

는 연구개시 이후 가진 첫 공식행사로써 전

· 참석자 : 한옥기술개발연구단장 및
연구책임자 포함 총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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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저상버스 7월부터 시흥시 · 아산시에서 시범운영 추진
타타대우상용차㈜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은 농어촌 및 마을버스 구간 등 좁은 도로,
승객이 적은 구간 등에 적합한 중형저상버
스 표준모델에 대해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
어간다.
· 행사명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시범운영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외부)>

· 기 간 : 2017년 7월 ~ 10월(약 3개월)
· 시범운행 구간 : 경기도 시흥시 26-1번 버스,
충남 아산시 80번 버스

「스포츠급 2인승 경량항공기」 초도비행 기념행사 개최
국내외 레저용 항공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

위해 연구개발된 2인승 경량항공기의 초도

· 장 소 : 전남고흥 항공센터

비행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

· 참석자 : 맹성규 국토부차관, 김병수 국토진흥원장,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120여명

국산화에 성공한 경량항공기는 첨단 탄소복
합재료를 사용하여 기체를 경량화하고, 조종
실 비행계기 · 바퀴다리 등 주요 부품도 국산
화하는 등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한 것이 특징이다.

제로에너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명지대학교와 노원구가 함께 연구개발로 추

에너지 소모 제로화를 목표로 고단열 설계와

진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서울시 노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설비를 적용하여 앞

구 하계동에 위치) 115세대가 행복주택으로

으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공급되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대된다.

국가연구개발로 추진된 이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냉난방 · 급탕 · 조명 · 환기 5대

· 입주신청기간 : 2017년 7월 21일(금) ~ 23(일)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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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연구기관 NEWS • 진흥원 NEWS

2017 AIIB 연차총회에서 국토교통R&D 성과 선보여
국토진흥원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회로서 77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

홍보관에는 중국, 미국, 인도, 필리핀, 홍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

재, 국내외 금융·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내외

등 30개국 외빈 5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주제 : 지속

신 기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국제행사로

40명과 국토교통R&D와 전시 성과물의 세부

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개최되었다.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였다.

진흥원은 'AIIB 인프라전시관'내 국토교통

진흥원은 국토교통R&D 성과의 해외 확산을

R&D 소개, 대표 연구성과 전시를 위해 ‘국토

위해 ‘해외기술로드쇼’, ‘국제행사 전시관 운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

교통R&D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한국형

영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제 · 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중

차세대 고속철도 해무430X, 해수담수화 플

며, 올해 하반기 ‘2017 APEC 정상회의’와 연

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 Mul-

랜트,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올레브(OLEV),

계하여 해외기술로드쇼 개최와 전시관 운영

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 이번 총회

자원순환형 주택, 2인승 스포츠급 경항공기

등 해외성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연차총

(KLA-100), 복층터널 시공공법 등 주요성과

에서 국토교통 R&D와 대표 연구성과를 홍보
했다.

를 전시하였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중형저상버스 확대 방안 찾는다
국토진흥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

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하여 산 · 학 · 연 전문

합성, 이용자 편의성을 검증하고, 보급 활성

식 의원(충남 아산)이 주최하는 「중형저상버

가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 17
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국토진흥원은 ’13년 중형저상버스 개발에 착

했다.

수하여 지난 해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초 시
범운영을 위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거쳐, 7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을 주제로 열린 토

말부터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론회에서는 새로 개발된 중형저상버스를 소
개하고,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범운행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와 충남 아산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

시로 3개월간 실제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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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국토진흥원 원장 및 임직원은 7월 18일(화)

운영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진

이날 국토진흥원 원장 및 임직원들은 소정의

안양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

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국토진흥원의

격려금 전달과 함께 시설주변 환경미화와 조

은집’(원장 : 오경인)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소외계층

경관리지원 등 자원봉사로 사랑 나눔을 실천

을 나누었다.

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우리 사회

하였다.

나눔 확산에 기여하기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양시에 위치한 ‘좋은집’은 입소아동의 정서
· 인지 · 사회성 발달을 위한 아동프로그램을

‘국토교통 R&D 안전포럼’ 개최
국토진흥원은 7월 21일(금), 서울 중구 대한

시공안전 확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건설시공안전 확보를 위한

이종국 국토진흥원 부원장과 강영종 한국시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을 주제로 ‘국토교통

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건설 및 시설물 안전

R&D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분야의 산 · 학 · 연 전문가 약 120여명이 참
석하였다.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라는 새 정부의 대원칙에 발맞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산업안전정
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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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sight
36.5

신규코너

‘人sight 36.5’는 ‘공감’, ‘지식’, ‘교양’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과학, 기술, 융·복합,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코너로 다각적 식견과 통찰, 감성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달의 테마 : 공감(共感)

이종국
국토교통과학기술원 부원장
이종국 부원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장 및 부산지방항공
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재직 중이다.
이 부원장은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갈고닦은 인문학적 · 문학적 소양을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2jk0502)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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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오랜 시간 동안 같이했던 틀에 얽매인 생활이

2017년 한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날들까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한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도 그럴 것이

오래될수록 좋은...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밴 탓에 다른 곳에 여유를 둘

늘, 믿음과 신뢰를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조차도 없었다.

모든 분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 또한

그것뿐이었다.

소망이다.

그 시간을 놓는 순간부터 내 눈을 의심이라도 하듯이
뭔가 달라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감성”이라는 여유를 찾는 작은 청량제 같은 음악,
- 장르야 어느 것인들 어떠하랴 – 편안한 마음을 안겨준다.

늦었지만.....이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으면 좋겠다.

변화되고 또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굴러다녔으면 좋겠다.

다시 꺼내든 LP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극인 전옥 씨의

새장 속에 갇혀서, 앵무새처럼 소리 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항구의 일야”다.

생각의 틀이 많이도 바꾸게 되었다.

지지 소리를 내면서 구성진 목소리를 전한다.
초등학교 때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모여 듣곤 하셨던

불과 2년 만에.....이곳에서.

그런 음반을
최근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것이 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낡은 표지 그대로, 어린아이 눈에 잠깐 비쳤던 채로

그래도 그러한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나라에

포장된 오리지널이다.

감사할 뿐이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어린다. 그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와 그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잘 될거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함께였으면 좋겠다.

더불어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청년 시절 손대었던 “사진”이라는 것에도 다시 감성을 주려 한다.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다.

1982년, 부산에서 6개월 할부로 손에 넣은 일제니콘, FM2.

친구, 추억, 와인, 음악, 책, 그리고.......많은 것들.

아날로그 카메라.

人sight
36.5

가죽케이스는 하도 낡아 너덜너덜하다.

운이 운을 부르고 불운이 불운을 불러온다고 한다.

버리지 못하고 기름칠하고 또 기름칠이다.

스스로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열정을 생각나게 한다.

하던 일도 그리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실제로

열정적인 때를 생각하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운 좋은 일들이 생긴다.

기억을 더듬으려 하는 일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운도 함께한다는
봄과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들을 나누어드리는 일이

사실이다.

많았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운이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자그마한 텃밭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회사에도 사회에도 좋은 일 아닌가 싶다.

자주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미 시작한 또 하나의 도전,

어느 때인가 서로 만났던 그 소중한 인연의 시간을 잊지 않고

커트라인을 넘으려는 책과의 씨름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해, 또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사람으로

한 번으로 안 되면, 몇 번이고 읽어보겠다고 하지만,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어제 본 책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제 두 세 번 보고 그리고 써본 것들도 가물가물해진다.

어머님께서 지금처럼만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책을 들여다보고 나니 아~~한다.

한해 한해 다르다고 하시는 당신께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조금은 화가 나지만, 어찌하랴.

틈만 나시면 나이 먹어가는 이 아들 걱정이다.

순응하자 한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간이 엄살을 피워본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가슴을 때린다. 어머니.

한 번으로는 머릿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가고 하다 보면 분명

지금처럼 어리광 피우는 어린아이로

채워질 것이란 믿음이다.

오래도록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메워지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어리광을 받아주시는 당신으로 늘

결실이 없으면 또 어떠랴, 그저 그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다.

아내와의 만남은 운과 함께였다.

그것은 운명이다.

그 좋은 운과 함께 이렇게 생활에 만족을 많이 받고 살아왔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뜨거운 가슴을 비비며 마음을 달래주고 읽어준다.
안아주고 보듬어준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해 준다.

늘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인생은 틀림없는 성공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 필연이 가까이 있는데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아름다운 인생, 늘 만들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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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제법 서로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좋은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딸아이가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다시 시작한 일들로 새로움을 잉태하는 것임을 또한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느끼게 한다.

한동안 마음을 두지 못해 허전했는데 시간이 약인가 보다.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할 겨를이 없다.

돌아가신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보다 더 큰마음의 서운함이

이러한 것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열심히 해 볼란다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다.

다짐하고 다짐해본다.

새벽 운동,

욕심이 과했나 보다.

휘트니스 클럽은 늘 이렇게 나를 반긴다.

이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땀 냄새가 좋다.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늘 이렇다. 오래된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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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소통의 중심

기획조정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앞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개인과 개인의 소통조차도 쉽지 않은데, 회사
내부 부서들은 물론 대외 소통까지 맡는 일이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부서가 있다. KAIA 소통의 아이콘, 기획조정실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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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은 기본, 배려는 필수

126

배상수 연구원. 그리고 인터뷰 내내 매력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내뿜
던 김승일 실장까지 준수한 외모를 자랑한다. 기획조정실의 장점이라

기획조정실은 업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기관경영평가 대

얘기하는 ‘동지애’는 업무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응, 국회업무 대응, 인력관리, 기관홍보 이외에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정
하는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기획”과 KAIA 내부 17개 부서 간 업무와
이슈를 조율하는 “조정”으로 볼 수 있다. KAIA의 원장님을 중심으로
최고의 R&D 전문기관으로 진화하는 “기획”과 그 과정에서 조직의 안
정을 꾀하는 “조정”의 역할과 비중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하느냐가 항상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 이런 앓는 이야기를 하지만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획조정실이다.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
급을 받았다. 물론 한 해 동안 전체 부서가 노력한 것이 크지만, 이를
잘 정리해서 정부를 납득 시키는데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이 외에도 현재 원장님이 부임하신 2015년 이후 창사 이래
최초로 기관 단일 근거법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기관 운영예산으로 정부출연금을 최초로 확보하였으며, 기관
인력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직원들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
했다.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기획조정실의 3가지
기본 철학(“열정”, “배려”, “소통”)이 있다. 이는 부서에 대한 자부심이

내 일이 아닌 우리(KAIA)의 일
기획조정실은 공식적인 업무 분담은 되어있지만, 업무 특성상 명확
하게 가르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또한, 본인 업무이지만 시기상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부서원들이 그 업무를 분
담해 처리하는데 모든 팀원들이 불평 한마디 없다. 힘들 때 서로 힘
이 되어주고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우리 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기획조정실. 이를 바탕으로
KAIA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영감”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공
급하고, 선임실로서 관리와 통제가 아닌 원장님의 방향을 전 부서가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
라는 기획조정실. KAIA의 중추이자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느껴지는 김승일 실장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기관과 조직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어떤 일이든 전체 부서
와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허브이자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
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고 배려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일점 그리고 쇼미더머니
기획조정실의 팀 구성상 특징을 꼽자면 단연 성비가 아닐까? 사진촬
영 내내 자칫 어두워질 수 있는 실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홍
일점 양주희 전임연구원이 눈에 띄었다. 모든 팀원들이 조금의 망설
임도 없이 양주희 전임연구원을 기획조정실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마
스코트라 말하는 이유다. 기획조정실에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가
있다. 바로 김호길 인턴. 평소에는 기합이 팍! 들어가 있는 인턴의 모
습이지만, 알고 보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지원한 경력
이 있을 만큼, 끼와 재능이 출중하다고 한다. 또한 기획조정실에는 무
뚝뚝하지만 자상한 ‘츤데레’ 노태헌 연구원과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
는 ‘성실의 아이콘’ 김홍중 선임연구원, 세 자녀의 아빠지만 꽃미모를
지닌 ‘어린왕자’ 민성진 책임연구원,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홍보맨’

위 : (왼쪽부터) 민성진 책임연구원, 김승일 실장, 김홍중 선임연구원
아래 : (왼쪽부터) 강호길 인턴, 노태헌 전임연구원, 양주희 전임연구원, 배상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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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그 이상의 조화!

도시건축실
성별, 나이, 성격부터 개개인의 특 · 장점까지 이보다 조화롭고 균형잡힌 실이 또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시너지를 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부서. 강남클러버라는 화려한 과거를 지닌 ‘프렌데디’
부터 호피가 잘 어울리는 ‘패셔니스타’와 ‘전직 공대 아름이’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국토사업본부 도시건축실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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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조화가, 최고의 성과로

최고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다

도시건축과 주거환경연구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건축실의 R&D 과제

새 정부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들은 유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 해

이는 모두 도시건축실의 사업과 관련이 깊어 책임감이 막중하다. 하지만

결형이 많다. 낙후된 도시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기반을 마련

‘2016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중 도시건축실 과제가 3건이나 포

하는 도시재생 실증연구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

함되었고, 서울시나 미래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내공기질, 결로, 누수 등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까

이미 굵직한 성과들을 가시화하고 있는 도시건축실이다.

지 도시건축실의 많은 과제들이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과제 특
성상 실제 연구성과 검증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를 추진 중인 경우

주거복지연구단(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많은데 ’16년에만 12건의 테스트베드가 착공 또는 완공되는 성과

- 서울시 녹지를 이용한 공동체 활성화부분 “우수상” 수상

를 거두었다(’17년에는 6건 이상 착공 또는 완공 예정). 테스트베드를

-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프로그램 증진부분 “대상” 수상

통해 검증된 많은 연구성과들이 기술실용화, 기술사업화 등으로 연결

초고층빌딩연구단(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및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시

- 2017 국가R&D 우수성과 100선 최종후보 선정(미래부)

건축실원들은 과제관리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최근 부서에 입성한 막내(?) 이
혜령 실장의 말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들이 있는 재미있는 부서를 만들고 연구자는
보람을, 국민에겐 행복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하는 도시건축실. 전문적이고 고

“도시건축실은 노련한 선배들이 끌어주고 후배들이 힘을 보태는 이상
적인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신속하고 과감한

도화된 국토교통R&D관리 최정예부서라 자신하는 도시건축실의 앞
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남성성과 세심하고 예리한 여성성이 조화를 이뤄 빠른 업무처리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너무
일에 집중하는 진지한 분위기라 유머감각이 0.2% 부족한 것은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터디부터 회식까지 ‘취향존중’이 곧 ‘팀워크’
도시건축실은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습동아리(Do better for all)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 얘기를 주로 하는 동아리이지만 형식
적인 모임이 아니라 부서원과 공유해야 할 중요사항, 문제 해결을 위
한 브레인스토밍, 관련 업무 스터디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
는 부서의 소통채널 역할을 한다. 한 달에 1~2번이지만 이는 도시건
축실의 업무 능력 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동아리
지원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도시건축실은 회식문화도 남다르다. 실원들이 돌
아가면서 개인 취향에 따라 회식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취향저격 실
회식’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최근 회식은 자타공인 트랜드
세터로 불리우는 정삼동 선임이 기획하였는데, 거액(?)의 상금이 걸
렸던 팀 대항 다트 대회에서 정선임팀이 꼴찌를 하고 게임비를 낸 덕
분에 더 즐거웠다는 실원들의 후기가... 다음 회식은 청담동 스타일로
진행될 예정이라 실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위 :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이경은 연구원, 권영종 책임연구원, 김태기 연구원, 노승희 연구원
아래 : (왼쪽부터) 한기정 연구원, 정삼동 선임연구원, 이혜령 실장, 오소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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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6월 23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이종국 부원장님을 포함한 직원 8명이 일본으로 국외훈련을 떠났다.
국토교통분야 선진기술 동향조사를 위한 이번 훈련은 일본 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오사카와 도쿄를 방문하여 기술 수
준현황 파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일정으로 오사카 사카이시 환경국을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사카이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음날 이 도시계획의 실제 대
표 모델이자 일본 첫 제로에너지타운인 ‘하루미다이’를 방문하였다. 하루미다이는 일본 Daiwa House Group에서 주도한 마을 재생 사업으로 사
업 이후에도 단지를 관리 · 운영하고 있었고,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넘어 생산 전력을 팔 수 있는 장점에 더하여 전체적으로 단지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너무나도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오사카 정책기획부를 방문하여 오사카부 내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의 결실인 ‘우메키타지구’를 견학하였다. 우메키
타지구의 대표 성과는 ‘그랑 프론트 오사카’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정책기획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오사카의 현관문이라는 별
칭 그대로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오사카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하여 일본 도시재생 복합단지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롯폰기 힐즈와 미나토미라이 21(요코하마)에 방문
하였다. 두 곳 모두 구도심을 경쟁력 있는 문화중심지구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대표적 케이스이다. 특히 롯폰기의 경우 구도심의 유
산을 보존하며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니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노력을 했을
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외에도 일본 항공 교통의 발달과 항공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발상기념관 방문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저터널인 아쿠아라인 및 우미호타
루 기술자료관에 들러 일본 국토 · 교통분야 기술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특히 우미호타루에 전시된 실제 굴착에 사용된 헤드커터를 보면서
해저터널 시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일본 특유의 감성과 노력으로 도시재생과 교통 정책 등 국토 · 교통분야 반에 걸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결실들이 도시 곳곳
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아카데미 안내
국토교통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R&D 프로세스의 이해 및
효율적 과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 R&D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 관리 / 실무 / 심화
심화

실무

관리
1. 국토교통 R&D 사업 수행

1. 연구관리 및 정산 실무

- 과제기획 및 수행관리

- 연구비의 이해Ⅰ,Ⅱ

- 사업관리규정

- 연구비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관리

- 사업비 사용 집행 사례 분석

-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연구윤리

1. 사업관리 규정
- 변경된 규정 학습
2. 기술사업화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 성과관리

- 주요 우수사례 소개

- 성과관리 및 기술료
- 사업관리 전산 시스템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매월 변경되오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자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교육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온라인신청) 국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신청
* 홈페이지 [참여] - [KAIA 아카데미 교육]
*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원 내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조정실 031-389-6428, 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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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R&D 사업의 기획·조사·분석과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심사 ·지정·관리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 송백빌딩 2~7F
Tel : 031-389-6313 www.kaia.re.kr

